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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세기 후반 풍양 조씨가 남긴 자기서사 <자기록>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저자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과 죽음이다. 본고는 이 두 개의 비극

적인 사건을 질병서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간병인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작품 분석의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한

‘질병서사’를 정의하였다. 우선 서사의학 연구 흐름의 하나로 질병서사를

소개했는데, 1절에서는 서사의학 연구 전체를 개관하였다. 의학에서의 서

사 연구는 1)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을 드러내준다는 점, 2)서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 3)의학적 추론

을 포함한 임상 행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어 2절에서는 질병서사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것의 원인, 전

개 과정, 치료나 질병 경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질병에 관련한 모든 것을 말이나 글로 풀어낸 것이라고 정의했다.

질병서사는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질병 이야기이며, 따라서 질병에 대

한 환자의 설명, 해석, 이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질병서사는 환자의 질

병 경험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전체 삶의 이야기 속에

서 의미를 갖고, 그 경험이 환자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환자의 생활 세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질병서사는 환자가 질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말해준다.

3장은 <자기록>의 전체 서사를 개관하고 구체적으로 질병서사의 양상

을 살피는 부분이다. 1절에서는 전체 서사를 주제에 따라 단락별로 나누

어 정리했고, 2절에서는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를 분석했다. 이를 토

대로 발병의 원인과 투병 과정, 환자 몸의 변화, 질병의 치유, 대안적 치

료법,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 등 다섯 가지의 양상을 살폈다.

발병의 원인과 투병 과정과 관련된 서사에는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이

서로 다른 원인과 전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사한 죽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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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었다. 환자 몸의 변화는 오직 질병의 증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전에 점유하고 활동하던 공간과 이전에 참여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편의 경우는 병을 앓기 이전에는 안

팎으로 출입을 많이 하였지만, 병이 심해지자 자기 방을 떠나지 못했다.

공간이 제한된 것이다. 남편은 병을 앓기 전에는 글을 좋아하여 밤낮으

로 집에서 독서에 몰두했지만, 병이 위독해지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

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된다.

치유와 관련된 서사에는 여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의해 이

루어진 질병 치료의 양상이 나타난다. 치유행위의 핵심인 의원들의 방문

과 약 복용은 모두 환자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부질없는 것으로 서술되

었다. 그리고 의료품 구입과 관련된 시집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한 약 복용의 어려움을 두 차례에 걸쳐 서술하였다. 작품에

서는 전통적 치료뿐만 아니라 보충적 치료법으로서 이른바 대안적 치료

를 병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안적 치료법 가운데 피접, 생혈 내리기,

악공 불러 연주시키기, 그리고 점 보기 등은 모두 병증을 완화시키지 못

한 것으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질병 과정에서 남편이 겪게 되는 감정에는 처가에 대한 고

마움과 사랑 그리고 시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두드러진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환자의 감정 서술이 매우 적다.

저자는 어머니의 감정을 서술하기보다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간호를 보

여주었다.

4장에서는 질병의 목격자로서 저자의 목소리와 질병 체험자로서 환자,

즉 남편과 어머니 목소리를 밝혀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 1절에서는 <자

기록>의 창작 의도를 찾고자 했는데, 먼저 저자가 겪었던 모든 설움과

고통을 뒷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작품이

지닌 증언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어 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의료행위

를 부정하는 시어른들로 인해 남편이 결국 죽음에 이른 사실에 대해 분

노하는 저자의 표현을 통해 작품이 지닌 분노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질병을 적악으로 바라보는 한탄의 장면을 찾아서 이를 한국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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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 환자는 물론 간병인에

게도 삶의 중단이 발생한다고 보고 특히 풍양 조씨는 남편이 죽은 뒤 후

사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저자 정체성에 심각한 ‘전기적인 중단’이 나타난

다고 보았다.

2절에서는 <자기록>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찾고자 했는데, 간병인이

쓴 기록에서 질병체험자로서 환자의 목소리를 살피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풍양 조씨의 어머니는 환자가 된다는 것의 고통과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말로 토로하지 않았다. 적어도 풍양 조씨는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오직 출산과 후사를 잇

는 소임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유의미할 뿐이다. 환자로서 남편의 목소리

또한 소외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남편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자 타인

에게 자신이 곧 나을 것이라는 ‘복원 서사’를 말하였다.

주요어: <자기록>, 질병서사, 문학과 의학, 투병기, 병록, 질병체험서사

학번: 2015-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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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본고는 풍양 조씨(豊壤趙氏, 1772∼1815)가 1792년에 쓴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illness narrative)의 양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를 통해 당대 질병을 앓는 환자와 그를 보살피

는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파악하며,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질

병서사가 드러나는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록>은 서울에 살았던 무반(武班)의 딸 풍양 조씨가 어릴 때부터

20세 무렵까지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쓴 한글 기록이다. <자기

록> 전체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 부수기록(보완록, 제문과 필사기)과 30

퍼센트를 차지하는 친정과 시집 가문의 소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김

기화의 발병과 증세, 치료 과정, 죽기까지의 경과, 장례와 남편을 여윈

한탄, 과부로서의 생활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또한 친정 가문을 소개하

는 부분에서도 어머니의 질병과 죽음, 어머니를 여읜 저자의 감정이 주

로 서술된다. 본고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자기록>을 분석하여 환자

로서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질병 과정이 어떻게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구

성되는지, 그러한 질병이 투병의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기록>은 환자 시점에서 서술된 서사물이 아니라 환자 투병

의 ‘목격자’로서의 시점이 부각된 서사물이다. 이로 인해 <자기록>은 환

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투병을 목격하는 저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질병

체험과 관련된 감정들을 다양한 시선에서 보여준다. 질병을 앓으면서 겪

게 되는 이러한 감정들은 질병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자기록>의 원 표제는 긔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이 유
일본이다. 본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긔록을 모두 <자기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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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기록>은 조선 후기 의서나 사대부 남성의 개인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서사와 사뭇 다른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요한다.

이는 당대의 의료 지식을 담아내거나 의약생활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

록한 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본고는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를

연구함으로써 당대의 소외된 환자들과 그를 보살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2. 연구사검토 및 연구방법

<자기록>은 박옥주에 의해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2) 박옥주는 <자기

록>을 소개하면서 작자와 저작시기를 고증하였다. 그는 <자기록>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 豊壤趙氏世譜와 淸風金氏世譜를 통해 豊壤趙

氏夫人(1772-1815)가 작자임을 밝혀내었다. 나아가 필사본 검토를 통해

총 196쪽(98장)의 분량 중 1~88장까지의 내용이 1792년 3월에 기록되었

음을 밝혔다. 또 <후기1>이라는 보완 기록은 1809년에, 그 뒤의 제문들

과 <후기2>라는 언니의 필사기는 1809년 이후부터 작자의 졸년인 1815

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박옥주는 작품의 치밀한 구성과 서술적 특징에 주목해 논의를 전개하

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록>의 저자는 ‘수려한 문장력을 구사하는데, 인

물과 상황에 따라 감정의 절제와 유로를 조절하면서, 당대의 분위기와

작자의 감정을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3). 더

불어서 <자기록>은 ‘세월을 통한 시간적인 추이라는 연대기적 구성과

함께 ‘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언니, 남편’의 순서로 이어지는 인물별

편집을 도모하여 씨줄과 날줄이 엮이듯 樓次한 중층적인 구성을 이루었

다’4).

다음으로 박혜숙은 <자기록>의 조씨부인을 규한록의 이씨부인과 비

2) 박옥주, 豊壤趙氏夫人의 긔록 硏究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
전여성문학회, 2001.

3) 위의 글, 177면.
4) 위의 글,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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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19세기 조선여성의 여성적 정체성을 논의하였다.5) 조씨부인은 자

신을 철저히 친정 부모의 딸과 남편의 아내로 이해하고 이러한 자기이해

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조씨부인은 남편의 죽음 이후의

삶을 투생이라고 여기면서도 <자기록>을 통해 자신의 삶이 죽은 남편에

대한 다른 방식의 헌신임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박혜숙은 조씨부

인의 정체성은 ‘삼종지도’의 윤리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

서, 조씨부인의 자기정체성이 이씨부인보다 안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한 그는 박옥주와 같이 조씨부인이 개인적인 욕망을 잘 억제하고 있으

며, <자기록>은 절제되고 억압된 수동적 텍스트라고 평가하였다.

김경미6)는 작품이 남편을 따라 죽으려다가 결국 자결하지 못하고 수

절을 선택했던 실패한 열녀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자

기록>을 조선후기 남성 문인들의 열녀전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록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김경미는 풍양 조씨 집안이 유복하면서도

서울의 중앙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외가역시 지방의 유력한 가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록>이 설움에 북받친 표현의 사용으로 격한 정

서를 드러내는 작품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이고 일방적인 가족 지향성을

지니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홍인숙은 <자기록>에 나타난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적 생애 서

술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록>은 가부장적이면

서도 유교적인 규범들에 의해 서술된 텍스트이다. 아울러 <자기록>을

여성이 자신만의 견해나 판단을 언어화하여 일상 위주의 생애 서술을 통

해 친정과 시집 두 가문의 분위기, 문화와 삶 등 조선후기 양반가문 여

성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였다.7) 박

5)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 긔록과 규한록의 경우 , 고전
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6) 김경미, 기억으로 자기의 역사를 새긴 보통 여성, 풍양 조씨 , 조선 여성들
, 돌베개, 2004; 김경미, <긔록>의 저자 ‘풍양 조씨’ 연구 ,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풍양 조씨 지음, 김경미 역주, 
긔록, 도서출판 나의시간, 2014.

7) 홍인숙, 괴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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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자기록>은 여성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판단된 조선후기 사

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홍인숙의 의견에 동의하였다.8)

나아가 홍인숙은 <자기록>에 나타난 다층적인 관계성의 서술에 초점

을 맞추었다.9) 그는 친정 식구 간에 두드러진 지우 관계를 절대적 진정

성과 인정의 관계, 복잡한 감정적 층위에 속하는 시모와의 관계, 그리고

은폐되고 부정된 시어른과의 관계 등 세 가지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작품의 핵심이 어머니와 남편 두 인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관

계성, 그들이 저자의 삶에 남긴 기억 자체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복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록>이 ‘애도 문학’의 성격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

렸다.

최근 제출된 조수미10)와 김보현11)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조수미는

<자기록>을 열녀전의 기술 주체와 비교함으로써 열관념에 있어서 <자

기록>과 거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열녀전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매우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교이데올로기의 틈새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보현은 <자기록>에서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일생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위한 기술이라 평가하였다.

이렇듯 2001년부터 이루어진 <자기록>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첫째, 여성이 직접 쓴 자선적인 기록문이라는 점, 둘째,

조선후기에 남성에 의해 주로 기록된 열녀전의 이면을 보여주는 점, 셋

째, 양반가정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특히 남편이 죽은 뒤 당시의 관습대로 남편을 따라 죽으려다

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고민하는 여성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많

8) 박경, 긔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 여성과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9) 홍인숙, <긔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10) 조수미, <긔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동 묘사와 그 의미 , 민족문
화논총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11) 김보현, 긔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 서강인문논총4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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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내’의 역할과 시집생활에 대해 연구에 강조점을 두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선행연구와

입론의 차이를 지닌다. 선행연구에서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자기서사,

자서전, 자서전적 기록, 회고록 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기

록>의 장르 성격에 대해 새롭게 논하되, 이 작품이 잘병서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록>의 장르적 성격에 대해서는 ‘자서전적 회고록으로 수필문학’

(박옥주, 2001: 166), ‘회고적으로 기록한 생애 서사물’ 또는 ‘생애 서사’

(홍인숙, 2012: 241-242), 열녀전의 이면을 보여주는 ‘자전적 기록’(박경,

2013: 254), ‘한 여성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의 기록이지만 열녀의 역사

에 균열을 내는 글쓰기’(김경미, 2014: 123),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

한 일종의 자서전’(조수미, 2015: 270),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김보현,

2016: 292), ‘애도문학’(홍인숙, 2016: 91) 등으로 논하였다. 이 중 박혜숙

의 견해에 주목을 요한다. 그는 ‘자기서사’란 장르 개념을 도입하여, 자기

서사를 화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

여 진술하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정의내리고 <자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12)

문제는 <자기록>의 장르적 성격을 자기서사나 자서전 등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작품의 대부분이 어머니와 남편의 투병과 관련된 서사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기록> 서사의

10%]는 어머니의 질병과 죽음을, 나머지 서사의 대부분은 남편 김기화의

질병과 투병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질병서사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기록>에 나타난 두 개의 중심 사건인 어머니

와 남편의 투병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자기록>을 시가와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일상생활상을

분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작품을 질병서사로 보고 작품을 통해 조선후

기 의료생활의 총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환자의 신체적 변화와 이로 인

한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변화 역시 분석의

12) 박혜숙, 앞의 글, 240-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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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18~19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난 질병

체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러 일기를 다른 일기와의 비교 분석하여 통해 환자의 일상생활

과 환자가 살았던 시기의 의료생활의 전체상을 보여주려는 것이고,13) 환

자의 질병 체험을 서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는다.

질병 체험을 서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논의는 구비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치병설화(治病說話)를 통해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을 확인한 이인경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14) 그는 의원의 행적을

13) 선행연구에서는 유만주의 흠영(欽英)과 묵재 이문건의 묵재일기(默齋日
記)를 통해 사대부가의 의료생활을 분석하는가 하면 유희춘의 미암일기(眉
巖日記)로부터 서울과 지방의 의료 환경을 분석하거나 동춘당 송준길과 무
관 노상추의 일기를 통하여 의약생활을 밝혔다. (김호, 18세기 후반 거경사
족(居京士族)의 위생과 의료-흠영(欽英)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11,
1998; 김현영, 醫․占․巫: 16세기 질병 치유의 여러 양상 , 제41회 전국역
사학대회발표요지, 1998; 이복규, 묵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민속원, 1999; 김성수, 16세기 향촌의료실태와 사족의 대응-묵재일기에 나
타난 이문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호, 16세기
후반경, 향의 의료 환경: 미암일기 , 대구사학64-1, 2001; 안상우, 동춘
당 일기의 의약기록과 의료인식 , 동춘당 송준길 연구, 경인문화사, 2007;
문숙자, 무관 노상추의 일기와 조선후기의 삶,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
사, 너머북스, 2009; 홍세영, 미암일기의 의학 기록 연구 , 민족문화36,
2011)
이어서는 신동원에 의해 미암일기, 쇄미록, 이재난고와 흠영이라

는 여러 일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본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의료생활 연
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선전기 서울은 의원과 약이 풍부하였으나 지방
의 의원과 약재는 부족하였다. 반면 조선후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은 의관들이 활동하며, 약의 전체적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을 밝혔다. (신동원, 조선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
미암일기. 쇄미록, 이제난고, 흠영의 배교 분석 , 역사비평75,
2006)
나아가 전근대 의학지식의 발달, 변화, 구조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김성수 것이 있는데, 조선후기 내내 형성되고 있
었던 사적 의료의 성장과 당시 의학자들의 고민들에 대한 연구이다. (김성수,
조선후기 사적 의료의 성장과 의업에 대한 인식 전환 , 의사학18, 2009;
김성수, 18세기 조선 의학지식의 주조와 특성 , 연세의학사19, 2016)

14) 이인경, 口碑 ‘治病說話’의 의미와 기능 , 국문학연구23, 국문학회, 2011;
이인경, 治病說話;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病者를 향한 他者의 시선 , 
어문론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이인경, 醫員을 향한 多重的視線과 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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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기보다 환자의 치병과정에 주목하는 치병설화의 새로운 영역을 설

정하며, 여러 구비자료에서 나타난 질병체험을 분석함으로써 질병과 건

강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치병설화에서 ‘서술자의

시선’을 해체함으로써 치병설화에 담긴 타자의 욕망을 밝히고, 나아가 병

자의 소외된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조선후기 의약생활을 다룬 선행연구가 모두 남성이 남긴 의약

기록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록>처럼 ‘여성이

남긴 의약기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질병이라는 같은 사건에

대해 여성인 풍양 조씨의 기록이 남성 기록자들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서사의학이란 학

문적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소개하고, 서사의학의 중심적인 흐

름으로서 질병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

다.

III장에서는 <자기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자기록>에 드러난 질병서사를 분석한다. 발병의 원인과 결

과가 저자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 의학지식의 표현, 치료법에 대한 태도 등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그 외에도 환자를 보살피고 간호하는 가족의 태도, 특히

가족들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자기록>에서 나타난 저자의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 체험이 어떻

게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질병서사로서 <자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

할 것이다. <자기록>은 환자 시점인 서사물이면서 동시에 환자의 투병

을 목격하는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기록으로 환자와 목격자의 목소

리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드러난

질병서사의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자기록>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줄

者的慾望 -치병설화에 나타난 醫員觀을 중심으로 , 국문학연구29, 국문학
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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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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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사의학과 질병서사

본 연구에서 질병서사(illness narrative)라는 개념은 <자기록> 분석의

핵심 도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념

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질병서사는 서사의학의 하위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서사의학 전체의 연구 동향을 소개함

으로써 서사의학 분야에서 질병서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

다. 2절에서는 질병서사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세부적인 성과를 조명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록>을 분석할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

서 소개하는 연구 성과는 주로 해외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한국 고전 문학 작품 분석에 적

용하는 데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 서사의학 연구의 동향

‘문학과 의학(literature and medicine)’이라는 다학적(多學的) 성격을

지닌 용어는 197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했다. 따라서 의학과 서사를 결

합한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은 최근에서야 제기된 문제라 하겠다. 이후

미국에서 1982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문학과 의학을 창간하며 본

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편 ‘문학과 의학’이 학문 단위로 갖추어지

기까지는 문학 전공자인 조앤 트럿먼 뱅크스(J.T. Banks)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리고 그 하위 분야로서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이라는 개

념은 내과의학 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1년 판에서 리타

샤론(Rita Charon)1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15) 샤론의 대표적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ita Charon, Narrative Medicine: Form, Function, and Ethic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4, 2001; Rita Charon, Narrative Medicine: A model
for Empathy, Reflection, Profession, and Trust, JAMA 286(15), 2001; Rita
Charon, Narrative Medicine: Honoring the Stories of I ll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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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스와 샤론에 의해 고안된 서사의학의 관심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질병과 질병서사(illness narrative) 사이의 관계,

둘째, 의학과 의료의 본질로서 서사, 셋째, 의료윤리와 서사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 분야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둘째와 셋째 경향의 연구보

다는, 문학 작품의 해석을 통해 질병과 질병서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

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질병서사 분야가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대부분의 서사의학 연구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설명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16)

16) 본고는 황임경의 박사학위논문과 황임경·김호연이 소개한 서사의학의 흐름
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였다. (황임경, 의학과 서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1; 황임경·김호연,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 의
사학 22, 2013.)

<표1: 서사의학의 연구 흐름>

번

호
분야 연구 목적 주요 연구의 흐름 주요 연구자

□1

질병과 질병

서사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

질병을 앓은 인간

에 대한 이해 (환자

의 주관성과 감정

에 대한 접근)

① 의료 인문학으로

서의 ‘문학과 의학’

샤론, 호킨스,

황임경

② 의료 인류학 클라인만, 굿

③ 의료 사회학 프랭크

□2

의학과 의료

의 본질로서

서사의 연구

병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료행

위와

환자-의사 관계에

대한 서사적 분석

과 그 임상적 활용

의 연구

④ 실제로 이루어지

는 의료 행위와 환

자-의사 관계

헌터

⑤ 서사 중심 의학
샤론, 그릴할,

허위츠

⑥ 대요 중심 의학
슈라이퍼, 바나

타

□3

의료윤리와

서사와의 관

계에 대한

연구

의료윤리에 대한

서사적 접근

⑦ 기존 논의 넬슨, 샤론

⑧ 철학과 윤리학 브로디

⑨ 의철학 분야
의학과 철학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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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1 ~□3 의 각 영역을 ‘주요 연구의 흐름’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차례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흐름에 해당하는 □1 의 분야, 질병과 질병서사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살펴보겠다. □1 은 다시 세 가지 흐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선, ‘문학과 의학’은 질병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통해 질병 체험이 어

떻게 서사적으로 재현되고 구성되었는지, 이러한 서사가 질병을 겪는 환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킨스

(Anne H. Hawkins)를 들 수 있다.17) 호킨스는 1899년 독일의 의사인 뫼

비우스(P.J. Mobius)가 사용한 ‘투병기(pathography)’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르면 투병기란 질병, 치료,혹은 죽음에 대한 개

인적 체험을 서술하는 자서전 혹은 전기의 한 형태이다.18) 그의 성과는

수많은 작품과 자서전을 검토한 결과이기도 한데, 질병을 앓는 사람에

대한 과학적 사실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가 간직한 특

수성에 주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의료 인류학의 영역에서 질병과 질병서사의 관계를 다루는

사례로 클라인만(Arthur Kleinman)과 굿(Byron J. Good)을 들 수 있

다.19) 그들은 질병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의료

사회학의 영역에서는 프랭크(Arthur Frank)의 연구가 있다.20) 그는 본인

17) A.H. Hawkings, Pathography: patient narratives of illness,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71(2), 1999; A.H. Hawkings, Reconstructing I llness:
Studies in Pathography,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1999.

18) Pathography, a form of autobiography or biography that describes
personal experiences of illness, treatement, and sometimes death. (A.H.
Hawkings, Reconstructing I llness: Studies in Pathography, Indiana:
Purdue University Press, 1999, p.1.)

19) Arthur Kleinman, The I llness Narative: Suffering, Healing &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Basic Books, 1988.
Byron J. Good, Medicine, Rationality and Experience: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⑩ 의료 윤리의 담

론
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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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한 질병 체험을 통해 현대 의학에 나타난 억압된 환자들의 이야

기를 소개한 뒤, 소외된 환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 활용한 질병서사 분석의 방법론은 앞서 거론한 호킨스, 클라인

만과 프랭크 등의 연구에서 두루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해서는 2장 2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거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 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는 의학과 의료의 본질로서 서사를

다루고 있다. 이는 주로 병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와 환자-

의사의 관계 등을 서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터(Kathryn M. Hunter)21)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그는 의

학과 의료행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야기 방식을 서사라는 틀 안

에서 새롭게 해석하였고, 의학과 의료가 서사적 행위에 토대를 두고 이

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2 는 앞서 언급한 ‘문학과 의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학과 의

학’은 의대생 또는 의료인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환자의 세계 인식과 질

병의 의미를 이해하고, 질병 보유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하

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재와

교육 방법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서사 능력(narrativ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이

다. 샤론은 서사의학의 개념을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이야기를 인식·해

석하고 감동할 줄 아는, 서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서사적 기술’이라고 정

의하였다.22) 이를 바탕으로 샤론은 ‘서사 중심 의학(Narrative Based

20) Arthur Frank, The Wounded Storyteller: Body, I llness, and Ethics,
Chigago: University Press of Chicago, 1995. 이 책은 2013년 최은경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아서 프랭크 지음, 최은경 옮김, 몸의 증언, 도서출판
갈무리, 2013.

21) Kathryn M. Hunter, Doctors' Stori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Medical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2) Physicians are reaching to practice what I have come to call narrative
medicine - that is, medicine practiced with the narrative competence to
recognize, interpret, and be moved to action by the predicaments of
others. (Rita Charon, Narrative Medicine: Form, Function, and Ethics,
Annals of Internal Medicine134, 2001,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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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며, 의료행위와 의학교육에 ‘이야

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증거 중심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을 활용하며, 의사 개인의 전문성을 통해 임상적 증거

들을 통합하는 임상 실행을 강조한다.

샤론과 비슷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한 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

른할(Trisha Greenhalgh)과 허위츠(Brian Hurwitz)가 있다.23) 이들은 증

거 중심 의학에 기반을 두고 의료 인문학을 연구하며 1998년 서사 중심

의학, 보건 의료 분야의 서사적 연구(Narrative Research in Health

and Illness를 각각 출간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연구자들은 미국의 연구

자들과 대체로 비슷한 연구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서사 중심 의학 연구의 철학적 기반과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

며 ‘대요(大要) 기반 의학(schema-based-medicine)’이 제안되기도 있다.

대요는 슐라이퍼와 바나트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이전의 경험을 조직하

고 새로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개념 구조를 가리킨다.24)

대요는 환자가 제시하는 ‘주요 증상(chief complaint)’이 아닌 ‘주요 근심

(chief concern)’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이들은 의무기록에 ‘주

요 근심’이란 항을 신설하고, 수시로 주요 증상과 비교하며 치유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 인문학과 서사적 지식을 임상활동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5)

끝으로 □3 번 분야의 의료윤리와 서사와의 관계를 다루는 서사의학 분

야를 살펴보겠다. 이 가운데 서사 윤리(narrative ethics)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존의 의료 윤리 패러다임은 주로 원

칙적인 접근 방식을 정해놓고, 실제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삶의 구체적 상황과 각 개인이 겪는 윤리적

23) T. Greenhalgh, B. Hurwitz, Narrative Based Medicine, London: BMJ
Books, 1998.

24) R. Schleifer, J.B. Vannatta, The Chief Concern of Medicine: The
Integration of the Medical Humanities and Narrative Knowledge in
Medical P racti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3.

25) 강신익, 질병체험서사와 치유에 관한 생명-사회-인문학 가설 , 의철학연
구20, 한국의철학회, 2015,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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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넬슨과 샤론, 챔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의 넬

슨(Nelson)의 이야기와 그 한계들이라는 책이 그 시발점이 되었고26)

나아가 2002년에 출간된 샤론의 이야기의 중요성이라는 책은 서사와

의료 윤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27)

한편 철학과 윤리학의 측면에서는 이야기 행위가 의학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임을 강조한 브로디(Howard Brody)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28)

브로디는 1988년에 출간된 질병의 이야기들에서 의학과 서사의 관계

를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사적 평형(narrative equilibrium)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의·철학 측면에서 1996년 창간된 의
학과 철학 잡지(Journal of Medicine and Philosophy)는 의학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29) 끝으로 의료 윤리의 담론을 분석하는

챔버스(Chambers)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30) 그는 의료윤리와 관련

한 여러 글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체와 저자의 윤리관 사이에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서사의학에 대한 연구는 ‘□1 질병과 질병서사(illness narrative)

와의 관계, □2 의학과 의료의 본질로서 서사, □3 의료윤리와 서사와의 관

계’라는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는 총 10여 개에 이르는 하위

영역으로 세분된다. 이는 ‘첫째, 서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 자

체를 드러낸다. 둘째, 서사를 통해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다. 셋째, 서사가 의학적 추론을 포함한 임상 행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26) H.L. Nelson, Stories and Their Limits: Narrative Approaches to
Bioethic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7.

27) R. Charon, M. Montello, Stories Matter: The Role of Narrative in
Medical Ethics (Reflective Bioethic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28) Howard Brody, Stories of Sick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9) https://academic.oup.com/jmp.
30) T. Chambers, The F iction of Bioethic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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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 서사의학은 아직 기본 개념의 확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사의학의 필요성은 2000년 의사들의 파업 사태와 함께

제기되기 시작했다.31) 이 무렵 한국의과대 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

회가 ‘의사와 사회’라는 주제로 제 8차 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과대 학장협의회가 ‘21세기 한국의학교육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과대학

에서 의료인문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32)

최근에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의료인문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의과대학에서 문학 작품을 의학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33) 의학과 관련된

국내외 문학작품과 다양한 예술작품을 정리하여 의료인문학 데이터베이

스가 만들어졌다.34)

일찍이 한국의 의료 인문학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미국 중

심 현대의학의 과도한 자연과학 의존성과 이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에 대

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35) 그러나 서양학계, 특히 미국의 의료 인문학

분야의 현상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연구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한국은 2010년대까지 서사의학 연구

의 불모지에 가까웠다.

다만 의료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황임경의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31) 황임경은 특히 전우택과 양은배가 2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필요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황임경, 의학과 서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4면.).

32) 황임경,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의 활용 방안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5,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13,
81면.

33) 특히 문학과 의학 이란 잡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과 의학 은 많은
문인과 의료인의 노력으로 2010년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문학과 의학’이라
는 새로운 학문 문화 영역을 개척하고, 인간중심주의 의료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창간된 반년간지이다.

34) 의료인문학연구단, 의료인문학 DB, http://medhum.org/.
35) 황임경,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의 활용 방안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5,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13,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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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질병서사의 양상과 그 중요성을 소개하고36) 2011년 의학과 서

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의료 인문학의 한국적 현황과 중요성, 서사

와 의학의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였다37). 이후로도 의료 인문학과 질병서

사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황임경에 의해 이루어졌다.38)

황임경(2011)은 질병 체험, 의료, 생명 의료윤리 등에서 서사와 의학의

관련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서사가 의료문학의 여러 분야를 포

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서사적 접근법의 핵심 도구로서 질

병체험서사(illness narrative)를 도입하고, 호킨스의 투병기 개념을 수용

하여 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출간된 30권과 196편의 투병기를 몸, 시간과

자아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는 질병 체험은 몸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현저하게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까지도 변화시킨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과 서구의 투병기를 비교하여 암과 관련된 기록이 많다는 것

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AIDS와 관련된 투병기가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환자들이 투병기를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한국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감정이 어땠는지, 투병 과정에서

이러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투병기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봄

으로써 질병체험서사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아울러 의학적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서사가 재현, 구성되는 양상을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의료의 서사적 요소는 시간성, 특이성, 인과성과

우연성, 상호주관성, 윤리성이라는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별되며 객관적

36) 황임경, 질병 체험과 서사 , 의철학연구10, 한국의철학회, 2010.
37) 황임경, 의학과 서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8) 2011년 이후 황임경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임경, 생명의료윤리에서 서사(narrative)의 역할과 의의 , 생명윤리12,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황임경,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의 활용
방안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5,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13; 황임경·김호연,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
론적 탐색 , 의사학22, 대한의사학회, 2013; 황임경, 질병과 이야기 - 문학
과 의학이 만나는 지점들 , 서강인문논총4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황임경, 서사에 대한 의철학적 비판 - 서사 의학에 대한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 의철학연구19, 한국의철학회, 2015.



- 17 -

인 의학적 서사와 주관적인 질병체험서사가 조화롭게 공존할 때 의료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사 중심 의학’을 강조하였

다. 아울러 한국을 사례 삼아 생명 의료윤리의 서사적 접근을 분석하며,

환자의 고통이나 의료현장의 실제적인 갈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황임경 이외에 질병 경험의 이론적 측면을 다룬 강신익(2015)의 연구

가 있다. 그는 ‘질병과 치유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은유와 서사를 통해

우리의 인간적 삶과 사회생활에 밀착된 체험의 대요(schema)라는 것’이

라 하며, ‘질병과 치유의 생명-사회-인문학(Bio-Socio-Humanities)’ 담론

을 제안하였다.39) 이 담론에 따르면 질병과 치유는 생명과 사회와 인간

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환원되지 않는 총체적 경험의 시공간 네트워크 속

에서 진행되는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때 이 이야기는 몸

에 대한 앎-삶-함 그리고 질병-치유-서사 등의 구조와 상응한다.40)

황임겸과 강신익의 연구 이외에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질병서사와 관련

된 연구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 환자의 경우가 아닌 서구

환자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을 따름이다.41) 그러나 한국 환자들의 질병서

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DIPEx KOREA라는 작업이 있어 앞으로의 연

구가 주목된다.42)

고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질병서사’에 관한 연구로 이인경(2012)이 있

다. 그는 명의의 행적 서술을 다루는 명의담(名醫談)을 논의하며, 선행연

구와는 달리 환자의 치병과정에 주목하는 치병설화를 구분하였다. 질병

체험에서도 병자와 함께 의원을 향한 ‘서술자의 시선’을 고찰하여 치병설

화에 담긴 타자의 시선과 욕망을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질병의 고통이

39) 강신익, 질병서사와 치유에 관한 생명-사회-인문학 가설 , 의철학연구20,
한국의철학회, 2015, 56면.

40) 강신익, 위의 논문, 57-58면.
41) 서길완, 글쓰기 치료와 실천적 증언으로서의 자전적 질병체험서사 - 오드
리 로드의 『암 일기』를 중심으로 , 영미문학교육17, 한국영미문학교육학
회, 2013; 서길완, 자전적 질병 이야기를 통한 질병경험의 재건과 자아-정체
성의 재창출 , 수사학22, 한국수사학회, 2015.

42) http://www.dipexinternational.org → http://www.healthstory4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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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철학적인 자기성찰과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윤리적 실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3)

요컨대 샤론을 비롯한 ‘문학과 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질병에 대한 문학적 이야기를 통해 질병을

앓은 인간 실제 삶의 모습을 다루는 연구이다. 둘째, 병원에서 질제로 이

루어지는 의료행위에서 확인되는 환자-의사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이

다. 그리고 셋째, 이야기를 통해 의료윤리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는 문학이론을 통해서 의학의 작업과 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다.

2. 질병서사의 개념과 유형

질병서사의 장르는 몇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Kalitzkus와

Matthiessen은 네 가지 유형을 제안했다.44) ‘①환자들의 이야기, ②의원

들의 이야기, ③환자-의원의 관계 서사, ④거대서사 또는 언어행위 속

질병서사’ 등이 그것이다.45)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질병서사 장르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은 가장 보편적인 질병서사이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투병

과정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풀어낸 서사물이다. 이는 환자의 질병체험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있으며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②는 의원으로서의 삶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 대한 자서전

적인 기록이다. 환자로서 의원의 이야기는 하위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의원들이 질병 체험을 통해 겪게 된 고통으로 인해 형성된 환자들과의

관계와 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 인식 변화를 그리고 있다. ③은 의원 본

43) 이인경, 치병설화;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병자를 향한 타자의 시선 , 
어문논총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44) V. Kalitzkus, P.F. Matthiessen, Narrative-Based Medicine: Potential,
Pitfalls, and Practice , Permanent Journal13(1), 2009, pp.81-82.

45) 이는 patient stories, physicians' stories, narratives about
physician-patient encounters 그리고 metanarratives란 개념의 번역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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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학적 시점에서 작성된 환자의 질병체험서사이다. 이는 의학적 지

식의 측면에서 질병의 증상을 해석하며 의학적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서

사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④는 개인서사에 나타난 건강하거나 질병을

앓은 몸의 사회문화적 인식이 담긴 거대한 이야기이다.

본고는 앞서 살펴본 질병서사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 ‘①환자들의 이야

기’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①의

관점에서 본 질병서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임경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병서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병체험서사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것의 원인, 전개 과정, 치

료나 질병 경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질병에

관련한 모든 것을 말이나 글로 풀어낸 것이다. 질병체험서사는 환자의 관

점에서 바라본 질병의 이야기이며, 따라서 질병에 대한 환자의 설명, 해

석, 이해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질병체험서사는 환자의 질병 경험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갖고, 그 경험이 환자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환자의 생활 세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질병체험서사는

환자가 질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특정 질병이 고

통을 수반하게 되는지도 결정해 준다.46)

황임경은 ‘illness narrative’를 ‘질병체험서사’라는 개념어로 번역하였

다. 그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이야기와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

사’라는 넓은 범위의 용어로 번역하면 특정 이야기를 말 하거나 쓰는 방

식을 두루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disease’와 달리 ‘illness’에

는 질병을 앓은 환자 개인의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요소가 포함되므로 질

병체험서사라는 번역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아울러 질병체험서

사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투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말이나

글로 풀어낸 글이라고 덧붙인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수용하여 ‘질

병체험서사’를 ‘illness narrative’의 번역어로 확정하고자 한다.47) 그런데

46) 황임경, 앞의 글, 2011,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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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임경의 관점은 주로 1인칭 질병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질병서사의 이해와 그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1절에서 간략하게

거론했던 세 가지 연구 경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질병서사의 전반

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호킨스, 의료 인류학을 바탕으로 한 클라인만, 그

리고 의료 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프랭크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먼저 호킨스는 환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질병서사로서 투병기

(pathography)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48) 그에 따르면 투병기는 질병과

치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한 자서전 또는 전기의

한 형태이다. 투병기의 주제는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된다.

주로 환자 시점의 서사물이 대부분이지만, 환자가 아닌 목격자가 시점인

것들도 있다. 목격자 시점인 경우 대개 질병서사의 대상인 환자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서술된다.49)

그런데 호킨스가 이야기하는 ‘투병기’는 근대 이후의 산물이다. 투병기

양식은 1900년 이전 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1950년대 이후

생겨났다. 호킨스는 그 이유를 근대 이전에는 질병은 삶이나 죽음과 분

리되는 사건이 아닌, 통합적인 삶과 죽음의 한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이

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현대 의학의 발전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투병기가 번성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호킨스는 질병을 앓은 사람의

47) 황임경, 앞의 글, 2014, 119면, 8번 각주 참조.
48) A.H. Hawkings, 앞의 책, pp.1-11.
49) I will be treating pathography as a subgenre of autobiography, especially
in the way I use literary theory, and will include as autobiography
collaborative works as well as pathographies utilizing a journal format.
Though some pathographies are technically biographies - narrative
accounts of the death of a loved one - they are as much autobiographical
accounts of the author's experience as witness as they are biographical
accounts of another's illness an death. Unlike the case history or the
conventional biography, with their supposedly disinterested perspective,
biographical pathographies are almost always written by someone with a
close relation to the ill person who is the book's subject, and thus they
override the conventional boundaries of self and other or biographer and
subject. (위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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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일종의 기계처럼 대하는 생의학의 문제점을 지

적하며 투병기는 생의학의 기계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으로 현대 의학에

서 사라진 환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려는 시도라도 주장한다.50)

환자들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본 질병서사의 유형 분류는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호킨스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 증언 투병기, 분

노 투병기, 대안 치료법을 옹호하는 투병기, 에코파토그라피 등의 네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한다.51) 이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증언 투병기의 대부분은 대개 1960년 후반에서 1971년까지에 걸

쳐 주로 집필된 것으로, 같은 질병을 앓은 환자들을 위한 길라잡이의 목

적을 지닌다. 이들은 대체로 환자가 자신의 질병체험서사를 타인에게 알

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것으로 저자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증언 투병기의 대부분은 환자가 찾은 의료행위가 모두 적절하다

고 호평하며, 의학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둘째, 분노 투병기는 의학과 의료에 대한 불만족을 토대로 쓰인 기록

이다. 이는 질병의 치료법과 치료과정에 얽힌 잔학행위를 밝히고 이를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노 투병기는 의료 체계의 인간성 손실

이 이미 통제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혹평한다. 이들은 환자를 제대

로 간호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사례 등 의학이 실패했다고 인지되는 특정

한 경우에 대한 분노로 이루어진다.

셋째, 대안 치료법을 옹호하는 투병기 또한 의학과 의료에 대한 감정

의 표현을 토대로 쓰인 기록이지만, 환자는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이며, 대안적인 치료법을 적극 추구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에

코파토그라피란 최근에 나타난 네 번째 유형의 투병기이다. 이들은 질병

의 개인적 체험을 환경, 정치적 또는 문화적 문제와 관련짓는다. 투병기

의 소재가 되는 질병52)은 문화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유독한 환경으

50) 위의 책, pp.11-12.
51) 이는 testimonial pathographies(또는 didactic pathographies), angry
pathographies, pathographies advocating alternative modes of treatment 그
리고 ecopathography란 개념의 번역어에 해당한다.

52) 이는 보통 에이즈, 특정한 암, 만성 피로 증후군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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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생성된 결과물’로 파악되어 비판받는다. 에코파토그라피는 사람

이 앓는 질병이 단순히 우리 몸의 질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벌어진 엄

청난 문제들의 징후 및 증상들이라고 경고하려는 의도를 지닌다.53)

이와는 달리 프랭크54)는 ‘복원의 서사, 혼돈의 서사 그리고 탐구의 서

사’55)라는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하며, 각각을 ‘플롯, 체현의 행위 문제들

(통제, 몸-연관성, 타자-연관성, 욕망), 자아-이야기로서 작동, 강점과 한

계’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복원의 서사는 최근에 질병을 앓은 사람과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복원의 서사는 “어제 나는 건강

했다. 오늘 나는 아프다. 그러나 내일 나는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으며 건강해져서 잘 지내고 싶다는 “자연적

인”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복원의 서사는 아무리 심한 질병처럼 보이는

것도 행복한 결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둘째, 혼돈의 서사는 복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삶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서사적 질서의 부재로

인해 혼돈 상태에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건들은 연속성이나 식별 가

능한 인과성 없이 스토리텔러가 삶을 경험하는 대로 서술된다. 프랭크의

주장처럼 서사가 시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면 혼돈의 서사는 반-서사(anti-narrative)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고통 받는 자아의 시점에서 서술되며 그가 경험하는 고통이 극심하게 나

타난다. 이로 인해 화자의 목소리는 상실되고 이 상실은 서사의 혼돈을

지속시킨다.

셋째, 탐구의 서사는 고통에 정면으로 마주하며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환자는 질병 체험을

53) Hawkins, A.H., Pathography: patient narrative of illness,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71(2), 1999, p.129.

54) Arthur Frank, 앞의 책, pp.75-136.
55) 이는 restitution narrative, chaos narrative 그리고 quest narrative란 개념
의 번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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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이다. 탐구의 서사는 질병의 체험을 일

종의 여행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로부터 떠나

게 되고(예를 들어 병원 반문이나 입원함으로써 익숙해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을 앓고(여행 자체), 그리고 마침내 질병에서 회복되

었을 때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는 질병을 앓면서 쌓인

질병 체험으로 돌아온 지점은 출발점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탐구 서사의

핵심이다.

이밖에 클라인만은 다음과 같이 질병서사의 하위 장르를 분류하였

다.56) 그는 인류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의 질병서

사를 증상으로서 질병의 의미, 환자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개인·사회적인 의미 등 총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증상으로서 질병의 의미는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몸과 마음과

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문화규범과 가치관이 질

병체험이 지닌 의미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이다. 특히 질

병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의 도덕적·정신적 요소가 이에 해당한다. 셋

째, 환자가 삶에서 겪는 질병이란 문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이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뗄 수 없는 것으로 질병체험은 개인·사회적

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등의 주장이다.57)

이처럼 클라인만에게 질병서사는 인생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통제되며,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질병서사는 우리가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관찰하는지,

어떻게 신체적인 증상을 명명하고 분류하는지, 어떻게 실생활에서 일어

나는 불만을 드러내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의 제한을 받지만, 문화마다 고유한 신체적 관용구를 통해 고통을

표현한다.58)

56) Arthur Kleinman, 앞의 책.
57) 위의 책, pp.3-55.
58) Illness narratives edify us about how life problems are created,
controlled, made meaningful. They also tell us about the way cultural
values and social relations shape how we perceive and monitor our
bodies, label and categorize bodily symptoms, interpret complai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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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질병서사에 관한 논의는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

으로 연구 대상으로하여 근대 이후의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고전

텍스트 <자기록>을 대상으로 질병서사를 분석하려는 본고는 질병서사

연구에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확인한 호킨스와 프랭

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18

세기 환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질병 목격자로서 저자의 목소리까지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아울러 클라인만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기록>에 나타난 남편의 질병을 만성질환의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투병과정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particular context of our life situation; we express our distress through
bodily idioms that are both peculiar to distinctive cultural worlds and
constrained by our shared human condition. (위의 책, p.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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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양상

3장에서는 <자기록>의 서사 구성을 정리한 뒤,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저자의 어머니와 남편

의 질병 체험이 서사적으로 어떻게 재현되고 구성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자기록>의 서사 구성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양상을 검토하기 전, 우선 <자기록>

의 전체적 구성과 서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록>의 전체 서

사는 ‘◯1 한탄→◯2 친정→◯3 시집생활→◯4 남편의 질병체험→◯5 과부로서의

생활→◯6 보완록→◯7 제문→◯8 언니의 필사기’의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친정’은 ‘아버지→어머니→언니’의 순서로 저자의 가문을 비

교적 길게 소개하고 있다. 반면 ‘◯3 시집생활’은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시어머니→남편→시할머니’의 순

서로 남편을 중심으로 짧게 서술된다. ‘◯4 남편의 질병체험’은 남편이 발

병 초기부터 죽음까지를 세밀하게 서술하는 부분으로 <자기록>에서 가

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1 한탄’, ‘◯5 과부로서의 생활’, 그리고 ‘◯8 친정

언니의 필사기’는 특정한 사건보다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표2: <자기록>의 서사 구성>

제목 면수 주요 내용 시간

◯1 한탄
1a

~3b
자기의 삶을 한탄하여 탄식함

1792년 2월

즈음

◯2 친정
4a

~28b

아버지(4a~7b)○ → ○어머니의 질병서사

(7b~25a) → 언니(25a~27a) → 언니와의 생

활 및 이별(26b~28b)

어머니 시집

온 날부터

1782년8월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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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자기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을 더듬으며 기

록한 자서전적 회고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59) 작품에 드러난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작품에는 다양한 시간이 복합

59) 박옥주, 앞의 글, 174-177면.

1788년8월부

터 1784년

가을

◯3 시 집

생활

28b

~37a

○시집 가문 소개(28b~31a) → 남편 대하는

친정 태도(31a~32a) → 평소 부부의 대화

및 생활(32a~37a)

1786년 10월

부터

◯4 남 편

의 질병

체험

37a

~80a

발병 초기(37a~39b) → 재발병(39b~42b) →

병세급격악화(42b~49b) → 요양 위해 거처

옮김 시도(49b~61b) → 조씨의 자결 생각

(61b~63a) → 집으로 돌아옴(63a~69a) →

생혈 내림으로 회복 시도(69a~75a) → 죽음

과 장례(75a~80a)

1788년

~

1791년 4월

23일 즈음

◯5 과 부

로 서 의

생활

80a

~90a

회한, 탄식, 원망(80a~82b) → 시모 자결 시

도(82b~84b) → 시조모(84b~85b) → 남편의

죽음을 한탄, 남편 병세의 치료법 원망, 시

모 및 시조모와의 지냄, 남편과의 삶 뒤돌

아봄(85b~89a) →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여

원통해함(89a~90a)

1791년 4월

23일 즈음

~

1792년 3월

즈음

◯6 보 완

록
91b

남동생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친정후사 끊

김, 남동생 사망, 남동생의 죽음을 비통해하

고 친정후사 끊김 통한

1782년8월부

터 1805년까

지

◯7 제문
91a

~100b

죽은 남편에 대한 친척들의 제문. 표숙

(91a~94a) → 친정부친(94a~97b) → 삼종형

보(97b~99a) → 재종형 기철(99b~100a) →

재종형 기혁(100a~100b)

1791년 4월

23일 즈음

◯8 언 니

의 필사

기

101a 친정언니의 탄식과 한탄
180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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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록>에 드러난 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자기록>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 쓰인 시간,

필사본에 담긴 여러 기록들이 쓰인 시간, 그리고 전체 서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시간 등 세 가지 시간이 확인된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

장된 필사본은 원본이 아니라 풍양 조씨의 언니가 필사한 것으로 보이

며, 풍양 조씨가 작성한 원본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60)

<자기록>의 전체 내용을 도표화한 <표2>를 보면 서사 각각의 부분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5 번에 해당하는 기록들은 풍양

조씨 본인이 1792년 늦봄(3월 즈음)에 쓴 것이고, ◯6 번은 앞서 지적하였

듯이 1805년에 쓴 것이다. ◯7 번은 1791년 4월 23일 즈음 친척이 작성한

남편의 제문에 해당하며, 마지막 ◯8 번은 조씨의 친언니가 1805년 이후

남긴 짧은 필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2>에서 보다시피 ‘◯1 한탄’은 뒤에 나타난 기록들보다 늦은

스토리 시간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자기록>은 미래의 사건을 먼저 서

술하고 있는 것이다. 풍양 조씨는 어머니와 남편의 삶과 질병에 대해 기

록하기 전 ‘◯1 한탄’에서 어머니와 남편의 죽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여읜

비극과 설움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한탄한다. 이와 관련하여 쥬네트의

스토리-순서와 텍스트-순서간의 불일치의 논의를 언급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일어난 사건이 언급되기 전에 특정한 사건이 먼저 서술되는

것을 사전 제시(prolepsis)라고 한다.61) 이처럼 <자기록>의 첫 대목인

‘◯1 한탄’은 사전 제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록> 서사의 시간과 관련해서 사건의 ‘빈도’에 관해 이야

기할 수 있다. 쥬네트에 따르면 사건의 빈도는 한 사건이 스토리에 등장

하는 횟수와 그것이 텍스트 속에 또는 언급되는 횟수와의 관계이다.62)

<자기록>에서는 어머니나 남편의 죽음 외에 4세, 8세 때 겪은 두 남동

60) 이러한 주장은 홍인숙에 의해 제기되었다. 홍인숙, 앞의 글, 25면.
61) Shlomith Rimmon-Kenan, Narrative F iction: Contemporary Poetics, New
York: Routledge, 1994, pp.46-51.

62) 위의 책,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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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11세에 겪은 여동생의 죽음, 이어 16세에 여읜 조모, 1804년에 여읜

아버지 그리고 1805년에 겪은 양자로 들인 친정남동생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들이 특히 눈에 띈다. 이는 모두 ‘죽음’이라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서

술하는 것이다.

쥬네트는 어머니나 남편의 죽음이 서술된 것처럼 한 번 “일어났던” 일

을 n번 반복하는 것을 ‘중첩 반복(repetitive)’으로 정의한다. 서문에서 언

급된 어머니의 죽음은 어머니의 질병서사, 남편의 질병서사, 과부로서의

생활, 친척의 제문 등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편의 죽

음과 더불어 그 사건은 풍양 조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머

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커다란 지 보

여준다. 나머지 인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서사에서 한 번밖에 나타

나지 않음으로 ‘단회 서술(singulative)’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서술 속도와 관련된 <자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지속

(duration)’을 지적할 수 있다. 1779년 겨울부터 1782년 6월까지 이 년 반

쯤 걸린 어머니의 질병 또한 1788년 가을부터 1791년 3월 말까지 이 년

반쯤 걸린 남편의 질병과 비슷한 투병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질병체험을 보여주는 서사는 작품에서 가장 부각되는 동시에 많

은 분량을 차지한다. 실상 어머니의 투병 이야기는 서사의 10%에 불과

하다. 반면 남편의 질병 과정은 서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하여서는 3장 3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2. 질병서사의 양상

앞서 확인하였듯이 질병서사는 발병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서술

하며, 시간에 따른 몸의 변화를 서술함으로써 질병의 전개 과정을 보여

준다. 또한 질병서사는 약 복용, 의사의 방문, 진단과 처방 등 치료과정

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아울러 질병서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여기서는 <자기록>에 나타난 어

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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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병의 원인과 투병의 결과

서사는 사건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서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다. 서사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개를 뚜렷하게 보여준다.63) 질병체험을 서사적인 측면

에서 검토하는 데는 질병이란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풍양 조씨의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들이 왜, 그

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투병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겠다.

□1 본래 일찍부터 쇠약해져 춘추 삼십여 세여 세에 눈썹 사이에 듬성

듬성 흰빛이 비치고 기력이 심히 약해졌으나 피부는 맑고 고와 씻은 듯

깨끗하였다. (19면.)

□2 아들 낳기를 고대하다가 갑오년(1774년)에 아들을 얻으니 … 일미년

(1775년) 홍역에 우리 형제(자매)는 무사히 지내고 종자(宗子)가 불행히

죽으니 참통해함이 눈이 멀 지경에 이르렀다. 어머니가 다시 아들 낳기를

하늘에 빌고 기도하여 겨우 정유년(1777년)에 아들을 낳으니 … 과연 중

남(中男)이 천연두를 앓았는데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몹시 심해졌다 …

마침내 구하지 못하였으니 … 어머니는 고황지질(膏肓之疾) 깊은 병을 얻

었으니 … 다시 자식 낳기를 바라지 못하게 되었으니 … 뜻밖에 신축년

(1781년)에 어머니가 임신하셨으니 이 어찌 어머니의 원기를 다 빼앗아

수명을 마지막 끊는 마디가 아니겠는가. (25~27면.)

위 인용문은 어머니의 질병서사에 해당한다. 어머니는 본래 일찍부터

쇠약해져 기력이 심히 약해졌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잃기 전 역병

에 걸려서 조심히 지내다가 나았다는 것을 보아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모

습으로 그려져 있다.

인용문□2 에는 잇따른 출산으로 병을 얻었다는 질병의 원인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어머니는 1774년에 낳은 아들을 일 년 후 홍역으로 잃고,

63) 위의 책, pp.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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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에 낳은 둘째 아들을 이 년 만에 천연두로 잃었으며, 후사가 끊길

까 몹시 걱정하여 아들 낳기를 바란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잃은 뒤, 어

머니는 아들들의 비통한 죽음이 지극하게 원통한 나머지 또다시 병에

걸린다. 비통함에 빠진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해져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1781년에 다시 임신한다. 몸이 많이 약해져

도 임신을 다시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저자는 임신이 어찌 어머

니의 원기를 다 빼앗아 수명을 마지막 끊는 마디가 아니겠냐고 외치며

한탄한다. 풍양 조씨는 어머니가 겪은 심한 질병의 원인을 임신에서 찾

았던 듯하다.

반면 남편의 발병 원인은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집와서 보니 남편이 비록 타고난 기질이 약했지만 그렇다고 잔병이

잦지는 않았다. 남편이 무신년(1788년) 가을에 향시를 봤는데 … 가을 기

운이 퍽 쌀쌀한데 찬 땅바닥에 겨우 짚자리 위에서 종일 매여 있다가 오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본래 튼튼하지 못한 기질에 찬 기운이 닿

아서 치질 기운이 있고, 또한 시험 첫날 참혹한 거동들을 목격하고 문 안

에 들어갈 때는 피할 길이 없어 밟히기까지 하니 심약한 데다 과하게 놀

라서 피를 토한 자국도 있고 심히 성치 못하여 보기 민망하였다. 다행히

즉시 나아서 걱정이 없었는데 시월 초승부터 도로 치질 기운이 심해져서

몹시 괴로워하였으나 딱이 위중한 병이 아니요, 치질은 본래 있던 병이라

서 다 우연히 그런 것으로 알았다. 나도 그다지 염려한 바가 아니라 10월

6일에 친정에 갔다. (56~57면.)

위 인용문은 1788년 가을과 과거시험장이라는 남편이 질병을 얻은 정

확한 시간과 장소를 세밀하게 기록하는 부분이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찬 땅바닥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문제와 과거장에서 사람들이 밟혀

죽는 모습을 목도하는 등 고생하는 남편의 모습 모두 발병의 주요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풍양 조씨는 남편이 본래 튼튼하지 못한 기질

을 몇 번이나 지적하고 있으며, 치질도 만성질환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

다. 이 때문에 저자는 물론 집안 모든 사람들도 과거장에서 얻은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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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인식하지 못 하게 된다.

구월부터 첫 추위가 심했는데 남편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데다 기가

약해서 더욱 추운 것을 참시 못했다. 썰렁하고 찬 사랑에 아침에는 불을

때지 않고 저녁에만 가는 섶을 때니 밤마다 추위가 자심하였다. 남편이

매일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와 민망한 사정을 고했으나 변통하지 못하고

10월 첫 추위까지 그 힘든 추위를 견뎠다. … 시할아버지, 시아버지는 추

운 것을 익히 아셨으나 시할아버지는 본래 찬 것을 더욱 낫다고 여기시

고 한겨울 추위에도 과히 더운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랑방은

늘 추운 때라도 글 읽기를 그만두지 않아 한밤중까지 읽었다. (60~61면.)

1788년 겨울에 과거장에서 얻은 질병은 1789년 봄이 되자 어느 정도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90년 9월에 이르러 남편의 질병은 다

시 심해지기 시작한다. 위 인용문은 남편의 질병이 다시 악화된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차디찬 사랑방에서 어른들을 계속 모시고 밤이

깊도록 글을 읽는 남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남편이 추위로 인

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준다.

질병은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다. 어떤 질병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질병은 환

자에게 오랫동안 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은 생활

에 장애를 초래할 만큼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으로 인해 환

자의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경

우 일부 만성질환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64)

결국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은 서로 다른 발병의 원인과 전개의 과정에

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사한 결말을 갖는다. 1779년 겨울부터 질병을

앓은 어머니의 질병체험은 1782년 6월 즈음에 이르러 결국 죽음이란 결

과로 이어진다. 1788년 가을부터 질병을 앓은 남편의 질병체험은 1791년

3월 26일 두어 경(更) 사이에 이르러 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64) Arthur Kleinman, 앞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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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의 전개 과정

질병은 무엇보다도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질병의 전개는

몸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질병 경험이란 변화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다.65) 다음으로는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 전개를 시간 흐름의 따라 정리

하여 작품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병으로 인한 몸의 변화 양

상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질병으로 일어난 어머니 몸의 변화 및 질병의 증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질병 과정을 반영하는 <표3>이 작품에서 비교

적 짧게 서술된다는 것이다. 1782년 어머니의 죽음과 1792년 <자기록>

의 창작시기 사이에 10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어머니

의 질병 과정을 묘사하는 서사가 상세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65) 황임경, 질병 체험과 서사 , 의철학연구10, 2010, 10면.

<표3: 어머니의 질병 증상과 몸 변화 양상>
증상변화일 주요 증상

갑오년

(1779)
겨울

역병에 걸림 → 회복

고황지질(膏肓之疾)을 얻음. 속이 아주 타 들어가서

풍채 좋고 아름다운 기상이 수척해지고 검은 머리

희게 됨.

신축년

(1781)

2월 즈음 임신이 원기를 다 빼앗음. 기력이 쇠함.

섣달
원기가 탈진함. 마음과 기운이 지극히 허약함. 염려

로 인해 다른 증세 생김. 원기가 다 빠져나감.

임인년

(1782)

봄과 여름 사

이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심해짐. 병세가

위독함

6월 11일
말씀 나누기 싫어하여 하지 않음. 기운 더욱 수습

하지 못함. 때대로 잠깐씩 정신을 잃음

6월 14일

지각이 더 희미해짐. 음식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

함. 기운이 다하지 않고 희미한 호흡이 끊어지지

않음.
6월 14일 이

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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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머니가 질병을 앓다가 죽었을 때 저자는 11세의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질병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 했다. 저자는 ‘우리 형제가

다 철이 없어 병석의 곁에서 구완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밤낮으로 힘들여

병세를 살피며’66)라고 하여, 자신과 자신의 언니 역시 아직 어려서 병석

의 곁에서 간호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밤낮으로 힘들여 병세를 살핀다고

한탄한다. 또한 ‘칼을 다 감추고 생혈이란 것이 거짓이라고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르시고, 어머니가 곡기를 끊은 뒤부터는 우리 형제를 서헌

(西軒) 건넌방으로 옮겨 환자 곁에 가지 못하게 엄금하였다’67)고 덧붙인

다. 따라서 저자는 어린 나이로 인해 어머니의 질병 증상을 인식하기는

커녕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저자는 질병으로

인한 어머니 몸의 변화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대신 어머니를 잃은

고통과 비통함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저자는 남편의 질병 과정에 대해 남편이 무엇을, 언제, 얼마

나, 어떻게 먹었고 무엇을 했는지, 설사나 구토를 몇 번 했는지, 질병으

로 인해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정확한 날짜

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아침, 낮, 저녁, 밤, 새벽 등의 시간을 매우 정확

하게 적어두는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서사가 전개되면서 남편의 질병이

심해질수록 질병서사는 세밀해진다. <자기록>이 남편이 사망한 이듬해

인 1792년 3월에 엮어진 기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저자가 그 과정을

모두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나, 병의 과정을 적어 둔 일기 기록이 존

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자기록>에 나타난 남편의 질병 양

상을 정리하면 [자료 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질병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주요 증상을 지적할 수 있다.

66) 풍양 조씨 지음, 김경미 역주, 자기록: 여자, 글로 말하다, 도서출판 나의
시간, 2014, 28면.

67) 풍양 조씨 지음, 김경미 역주, 위의 책, 33면.

<표4: 질병의 주요 증상>

증상변화일 주요 증상

무신년 가을 치질. 종기를 오래 묵혀 파종하여 원기 허해짐. 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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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료 1]에 정리한 남편의 질병 전개의 분석을 통해 그가 오랫

동안 앓았던 질병을 만성 질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1]에서

만성 질환의 한 특징인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악화의 기간과 일상생

활의 활동에 장애를 거의 초래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음 인용문 □1 과 □3 은 1791년 3월 14~15일에 해당하며, 남편의 질병

증상과 그로 일어난 몸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써 남편의 질병서사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잘 보여준다. 인용문 □1 과 □3 은 모두 남편의 질병 증

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인용문 □2 은 질병으로 인해 변화한 남편의 모

습을 그리고 있다.

□1 14일부터 요강을 요 위에 놓고 사람에게 의지하여 뒤를 보고, 때때

로 자시지 못하여 역력히 귀찮고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자시면 겨우 입

맛이 생겨 하루 내 다섯 번 자시되 양은 반 보시기 정도요. 밤에는 더욱

싫어하여 자시지 않았다. 자실 때는 싫어하여 먼저 계당주나 오미자국으

로 입맛을 정하고 힘들게 자시니 시작이 몹시 어려웠다. 양즙도 싫어하고

입맛이 더 떨어져 변변히 자시지 못하니 실로 기운을 붙들 것이 없는데

횟수는 잦고 복통이 매우 심하며 후증이 극하고 구역이 심하며 먹고 싶

은 생각이 아주 없으니 종이에 물이 젖는 것처럼 나쁜 증세와 힘이 점점

줄어드는 징조가 계속 나타나니 (78~79면.)

(1788) 증.

경술년

(1790)
9-12월

기침.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함. 오한. 체기. 설

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점점 수척해짐.

신해년

(1791)

1월
한기. 오한. 체기. 지속적인 설사. 먹지 못함. 심하게

수척함.

2월
나날로 쇠약해짐. 미음조차 소화 안 됨. 심한 복통. 방

에서 뒤를 보기 시작.

3월 위의 모든 증상이 더욱 심해져 몸이 더욱 쇠약해짐.

3월 26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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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일 밤부터는 요강 위에 않을 수가 없어 누워서 뒤를 봤다. 항상

깔끔하기 보통 아니던 바이나 하릴없이 뒤를 깃(기저귀)에 싸니 정신은

또렷해서 축축하고 갑갑하여 큰 근심거리였다. 또 몸이 파리하다한들 어

찌 근 지경에 이르리오. 얼굴이 말라 형채(形骸)뿐이오 온몸이 상하고 수

척해져서 다만 뼈와 가죽뿐이었다. 한 곳도 혈육이 엉긴 곳이 없고 살이

다 빠져서 두터운 이부자리에서도 몸과 머리가 배겨 찌르듯 아파하였다.

미음과 약을 자실 때 겨우 붙들려 않았으나 움직이면 더 배기고 편치 않

아서 찌르듯 아픔을 견디지 못하니 (79~80면.)

□3 (설사) 횟수는 점점 더하여 낮에는 열대여섯 번이요, 밤에는 일곱, 여

덟 번이요, 자시기는 제때 못하여 찹쌀 양미음을 끓여 사탕을 타 칠 홉

보시기를 들여가면 반이 도로 나오고 양즙도 거북하여 못 자시고 점점

잦아들어 눈 뜨는 것도 말대답하는 것도 괴로워하였다. (81면.)

질병체험은 환자가 이전에 점유하고 활동하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운을 차리지 못한 남편은 설사 횟수

가 아주 잦고, 복통과 구역이 매우 심하며, 목의 병증도 심해진다. 몸이

매우 약해진 남편은 먼저 요강을 요 위에 놓고 사람에게 의지하여 뒤를

보다가, 이것조차 힘들게 되자 누워서 뒤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1791년 2월 11일까지 해당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편은 머리를 빗고

세수하고 안팎 출입을 할 만한 충분한 기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남편이 질병을 앓기 이전에 그가 안팎 출입을 많이 하였지만,

질병이 심해지자 그가 자신의 방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이전에 점유하고 활동하던 공간이 제한된 공간으로 변화

한 것이다.

한편 몸의 변화는 환자가 이전에 참여했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기록>에는 남편이 질병을 앓기 전에 오직 글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집에

서 홀로 독서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남편은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지 못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자 한다. 그러나 병이 위독해지자 남편은 질병과정에만 몰두하며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병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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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발생한 뒤 남편은 일상생활로부터 떠나게 되고, 예전과 다른 생

활을 하게 된다. 그 때 남편의 질병은 그의 질병을 앓기 전의 일상과 질

병을 앓은 뒤의 일상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분류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질병의 전통적 치유행위

<자기록>에는 질병의 치유행위 또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치유행

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스스로 찾아가거나

환자가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환자를 방문한 여러 명의 의원들

이 누구였는지, 진찰 날짜와 정확한 진찰 시간, 의원들이 내린 진단과 처

방, 처방 받은 약의 복용 방법, 약의 복용 여부, 약의 구입 등에 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모든 처방과 약재를 정리

하면 [자료 2]와 같다.

다음으로 작품에서 질병의 치유행위가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살펴보겠

다.

□1 20일 무렵에 박중윤이란 의원에게 직접 남편을 데려가서 보이니 박

의원이 설사 한 내력을 듣고 답하기를

“이는 냉체(冷滯)로 난 것이니 황차 서 둔, 민강 한 냥씩 넣어 한 첩이

되게 해서 열 첩만 쓰시오.”

하고 다시 맥을 짚고 한참 있다가 맥을 던지고 이르기를

“저 사람이 이럼 맥을 가지고 살려 한단 말이오? 위태함이 십 중 팔이

니 힘을 다해 치료하고 설사가 괜찮아지면 사신환을 지어 먹으시오.”

하였다. 남편이 심기가 허약한 중에 준엄한 사람의 한 마디에 몹시 놀라

넋이 나간 채 겨우 집에 돌아왔다. (64~65면.)

□2 남편이 쌍동에 가자 초엿새 새벽에 의원 유생을 데려와서 보였는데

“양기가 몹시 부족하여 몸이 차고 체하였으니 가감건리탕(加減建理湯)

이란 약 열 첩만 인삼 오 푼씩을 넣어 하루에 두 번 복용하면 설사가 줄

어들 것이니 상채를 보아 다시 약을 의논하리다.”

하여 초이레부터 약을 썼다. … 약만 하루에 두 번 복용했다.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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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용문은 의사 방문과 약 처방의 시간, 치료 공간과 등장인물

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인용문□1 은 1791년 1월 20일 무렵에 해당하

며, 인용문□2 에 언급한 초엿새 새벽은 1791년 2월 6일 새벽 진찰의 정확

한 시간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1 은 시할아버지가 직접 남편

을 데려가서 의원에게 보였고, □2 은 남편이 쌍동에 가 있을 때 의원을

데려와서 보였다는 정확한 공간이동이 묘사되고 있다. 나아가 위 인용문

에는 남편 외에도 박중윤 의원과 의원 유생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인용문□1 에서 풍양 조씨는 20일 무렵 박중윤이란 의원이 남편의 질환

을 냉체(冷滯)로 인한 병으로 진단했다고 기록한다. 나아가 황차 서 돈,

민강 한 냥씩 넣어 한 첩이 되게 해서 열 첩만 복용하라는 처방과 위태

함이 십중팔구이니 힘을 다해 치료하고 설사가 괜찮아지면 사신환(四神

丸)을 지어 먹으라는 또 다른 처방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용문□2 에

서 역시 □1 과 마찬가지로 풍양 조씨는 6일 새벽에 데려온 의원이 양기

가 몹시 부족하여 몸이 차갑고 체하였다는 진단을 기록한 뒤, 의원이 내

린 가감건리탕(加減建理湯)을 열 첩만 인삼 오 푼씩을 넣어 하루에 두

번 복용하란 처방을 세밀하게 적어둔다. 더불어 약을 설사가 줄어들 때

까지 복용하고 환자의 상태를 보아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의

말까지 언급한다.

<자기록>의 서사가 전개되면서 남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진단, 처방

과 약 복용의 기록은 더욱 세밀해지며, 약 효험의 여부나 부작용의 묘사

등이 첨가된다.

초열슬날 … 이날 신의원이 와서 보고 반총산이란 약명(藥名)을 내고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으로 열 첩을 써서 적을 먼저 치고 나중에 원

기를 붙들어야 약이 순하게 내려가 원기도 돋우고 비위도 붙들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기는 아주 없고 적으로 기운을 차리고 있으니 이

약을 써서 적을 치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른하여 수습을 못하다가도 횟수

는 생각지 못하게 줄고 차차 비위를 붙들어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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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 말고 쓰시오.”

라고 단단히 이르며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갔다. 그리하

여 팔미탕을 끓고 11일부터 하루에 두 번 일곱 첩까지 쓰니 과연 그 말

과 같이 기운은 수습하기 어렵게 가라않았으나 줄어들 거라던 횟수는 도

리어 잦아 밤에도 뒤를 보고, 입맛이 날 거라고 했으나 더 못 자셨다. 그

약을 끊고 다른 의원을 구하니 초조하고 황망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

리오. (77~78면.)

위 인용문에는 초열흘날인 1791년 3월 10일, 처갓집에서 신가 의원과

남편 등을 등장인물로 하여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풍양 조씨는 신 의

원이 내린 반총산(蟠葱散)이란 약명을 기록만 아니라 의원이 설명한 처

방약의 복용법과 진단 등 사소한 디테일까지 옮겨 적는다. 신 의원은 반

총산을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것으로 열 첩을 써서 적을 먼저 치고 나중

에 원기를 붙들어야 약이 순하게 내려가 원기도 돋우고 비위도 붙들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아울러 지금 원기가 아주 없고 적으로 기운

을 차리고 있으니 이 약을 써서 적을 치면 처음에는 기운이 나른하여 수

습을 못하다가도 횟수는 생각지 못하게 줄고 차차 비위를 붙들어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이니 염려 말고 쓰라고 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전에

복용한 팔미탕을 끊고 11일부터 하루에 몇 번 몇 첩을 썼는지, 그리고

반총산을 복용한 결과가 과연 어땠는지 세세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남편이 스스로 방문하거나 남편을 방문한 의원들은 박중윤, 유

생, 장생, 김익신, 신가, 이태만, 이웃 이덕성이 보낸 의원 등 모두 일곱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병 초기와 관련된 서사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의원도 언급되어 있다. 아울러 <자기록>에서 의원들을 찾아가 왕

진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시어른이나 친정아버지가 인마를 보내어 대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8)

68) 풍양 조씨 지음, 김경미 역주, 앞의 책, 95면.
한편 흠영에는 의원을 찾아서 왕진을 부탁하는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때 보통 환자는 말이나 가마 등을 보내어 의원을 대접하였는데, 이러한
환영이 신통하지 않은 경우 의원들이 잘 가지 않고 허세를 부렸던 것 같다.
의원들은 대접이 소홀한 환자의 집에는 잘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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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병중에 여러 의원 보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아 이르기를

“다 각각의 소견으로 각종 약을 써서 나중에 휴착이 되면 어찌 할꼬?”

하며 염려하면서도 스스로 병을 겁내는 까닭에 혹 이 약이든 저 약이든

효험을 볼까 초조히 마음 졸이고 그 약한 비위와 없는 입맛에도 약은 마

침내 괴로워하지 않고 자셨다. (78면.)

그러나 남편은 자신을 진찰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밝힌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편은 여러 의원들을 보는 것을 기꺼

워하지 않아 의원들이 각각의 소견으로 서로 엇갈리기는 약을 쓰는 것

이 아니냐고 염려한다. 그러나 스스로 질병을 두려워하며 혹시나 효험이

있을까하는 초조한 마음에 의원들이 처방한 모든 약을 먹는다. 풍양 조

씨는 이때 여러 의원들이 아니라 남편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원 한

명이 계속해서 남편을 방문하여 진찰하였으면 남편의 병세가 달랐을 수

도 있었으리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던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편을 진찰하던 의원들의 태도와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양 조씨는 환자의 진단과 처방 서술에 그치지 않

고 환자에 대한 의원의 개인 의견과 의원에 대한 남편의 반응을 생생하

게 보여준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저자는 ‘저 사람이 이런 맥을 가지고 살

려 한단 말이냐’는 의원의 감탄사를 기록하며, 의원의 이러한 말에 몹시

놀란 남편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갔다는 의원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남편을 진찰하던 여러 의원들이 의학에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위의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원들이 처방해준 모든 약재는 별 효험이 없거나 약을 쓸 때마다 심지

어 해가 뚜렷이 나서 질병이 심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의원들은 질병의

증세를 살펴도 자세히 알아내지 못한 경우69), 진찰할 때 진맥만 하고 약

처방에도 전권(專權)을 가지고 있었다.(김호, 18세기 후반 거경사족(居京士
族)의 위생과 의료-흠영(欽英)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11, 1998, 125
면.)

69) 약을 쓸 때마다 해가 나자 의원들이 병의 증세를 살펴도 자세히 알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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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적어내지 못한 경우70), 의원들 두 명 서로 의논하여 처방을 내고

효험은커녕 처방으로 인해 증세가 심해진 경우71) 등 부정적인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

처방을 내린 사람들은 의원들뿐만이 아니었다. 저자는 우연히 누군가

한 말을 들어 그 말에 따라 의약을 찾아 복용하는 경우를 기록하기도 하

였다. 예를 들어, 1791년 1월 초에 풍양 조씨는 누군가 이렇게 오래 쌓여

서 잘 낫지 않는 병에 원기를 붙들어야 하니 먹을 것으로 보하고 육미원

(六味元)류를 쓰라는 말을 듣고 기록하였다.72) 육미원은 시할아버지가

복용을 미루자고 함에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여겨서 결국 풍양 조씨의

친정아버지를 통해 얻어 복용하고 만다.

의원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약재의 복용을 중지한 경우도 있다. 예

를 들어 박중윤 의원이 내린 처방에는 황차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

이 황차가 많으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여 결국 여섯 첩밖에 쓰지

않았다.73) 또한 1790년 12월 즈음 남편의 질병이 심해지자 풍양 조씨는

양즙이란 약재로 남편의 몸을 보양한다. 남편은 양즙을 잘 먹었으나, 시

할아버지는 양즙이란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약물이라 몸을 보양하는 데

부질없으니 그만두라고 한다.74) 이는 일관되지 않은 약재 복용과 관련된

못하였다. (69면.)
70) 20일 무렵부터 의원 김익신을 하루 걸러 데려왔으나 약명을 적어내지 못하
고 진맥만 하고 다녀갔다. (70면.)

71) 26일, 27일 사이에 박종윤을 청하고 김익신을 함께 데리고 와서 서로 의논
하여 처방 내기를 청하니 두 의원이 생각하여 내기를 … 이에 그 약을 28일
부터 썼는데 이 날부터는 멀리 걸어갈 수가 없어 그릇을 놓고 방에서 뒤를
보고 구역질이 날로 심하여 귀찮고 괴로워 싫은 것을 겨우 억지로 아침저녁
끓인 밥과 그 사이에 흰 미음 양즙을 겨우 들었으나 도로 토하고 복통이 더
욱 심해지니 (70면.)

72) 누군가 이르기를
“그렇게 오래 쌓여서 잘 낫지 않는 병에는 원기를 실히 붙들어야 하니 먹

을 것으로 보하고 육미원류를 쓰라”
고 하였다. (63면.)

73) 어떤 사람이 황차가 많으면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여 여섯 첩만 썼다.
(65면.)

74) 시할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양즙이란 것은 청보(淸補)하는 것이라 부질없으니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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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질병 치유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약과 의료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시가의 경제적 형편

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풍양 조씨의 시조부

와 시부 모두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시가는 시골에서 나오는 소출로 생

계를 유지했으나, 풍양 조씨가 몇 번이나 매우 검약하게 생활한다고 한

언급을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75)

□1 점점 쇠약해가는 것이 민망하던 중 시어머니가 약간 빌린 돈으로

양즙을 해주셨다. 나 또한 민망하였으나 빈손이라 치마 한 감을 팔아서

언니에게 보내 자웅고를 해 보내라고 하였더니 (62면.)

□2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여기시고 정월 초사흗날 내가 친정에 갈 때

이르시기를

“아이 병이 근위 가볍지 않고 심히 지쳤으니 마땅히 원기를 보하고 의

약으로 리 치료해야 할 것인데 저렇게 버려두니 몹시 민망하다. 이런

말 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제 병에 유익할 일이니 내 인사를 어찌 돌아보

겠느냐. 염치불고하고 사돈께 육미원 두어 제를 지어주시라 하여라.” (64

면.)

□3 인삼은 마침 시댁에 있었으나 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다고 하여 보내지 않아서 (66면.)

위 인용문□1 는 남편 발병 초기인 1790년 12월 보름 무렵의 기록이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쇠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며 돈을 약간 빌려 양즙을 해

준다. 이에 풍양 조씨는 자신 또한 민망하였으나 빈손이라 치마 하나를

팔아서 언니에게 보내 자웅고를 해 보내라고 부탁한다. 또한 인용문□2 은

1791년 1월 3일 시어머니가 몹시 민망해 하면서 말하기 어렵지만 풍양

하시고 계고(鷄膏, 닭곰) 얘기를 듣고 남편을 꾸짖으시기를
“처가 것을 어찌 그리 좋아하느냐?”(63면.)

75) 김경미, 앞의 글, 2014,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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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에게 친정 갈 때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육미원 두어 제를 지어달

라고 하라는 장면이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시댁은 필요한 약을 구입하

거나 의원을 부를 여유가 없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인용문□3 는 인삼 복용과 관련된 장면이다. 1791년 2월6일 새벽에 남편

을 진찰한 의원 유생은 약재에 인삼 오 푼씩을 넣으라고 처방을 낸다.

이에 풍양 조씨는 인삼이 시댁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시가 사람들은 인

삼을 젊은 사람에게 쓰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인삼 없는 약을 하루에 두

번 복용했다고 기록한다. 인삼이 고가의 약재임을 고려하면 이 일도 시

가의 경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76)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약을 달이

는 과정이다. 작품에서 남편에게 올리는 약은 모두 풍양 조씨 본인, 친언니

또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양 조씨는 특히 친정언

니가 달이는 약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다음 인용문□1 과 □2 은

친정언니가 정성스럽게 때를 어기지 않고 저자의 남편에게 올릴 약을 친

히 달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1 이 때 언니가 병을 근심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일찍이 하루도 묵은

적이 없다가 하루 넘어 묵는 것을 내심 몹시 다행하게 여겨 지극한 정성

을 다하여 간호하였다. 남편은 아침저녁은 된 밥을 들었으나 전혀 들지

못하고 그 사이에 죽과 미음을 들었는데 정성스럽게 때를 어기지 않고,

두 번 먹는 약을 친히 달이면서 몹시 소중하게 대하였다. (66~67면.)

□2 언니가 밤마다 잠을 안 자고 함께 빌었는데, 뒤따라와서 반드시 나

를 앞세워 방에 들어가고 남은 밤 동안은 나에게 잠깐 쉬라고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올릴 약을 친히 달임에 때를 어기지 않았다. 언니는 모든 약을

한결같이 손수 달였는데 집에 돌아갈 즈음에는 심신이 어지러워 못할 지

경에 이르렀다. (76면.)

76) 흠영에 따르면 녹용과 인삼 등 고가의 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약 한 제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다고 한다. (김호, 앞의 글, 1988,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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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확인하였듯이 의원 유생이 내린 가감건리탕(加減建理湯)이란 약

명이 언급된다. 이 약을 비롯해 [자료 2]에서 정리한 약재의 대부분은 조

선후기의 의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77) 가감(加減)은 증세를 참작해서

넣거나 빼고 달인다는 뜻이다.78) 풍양 조씨의 친정언니는 앞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가감건리탕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약을

달이는 데에 어떤 약재를 넣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기보다는 친정언니가

밤을 새워가며 약을 달이는 장면을 통해 친정식구들이 남편의 치료를 위

해 정성을 다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4. 기타 대처 방식

앞서 살펴본 질병 치유행위는 모두 전통적 치료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기록>에는 전통적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한 기타 대처 방

식도 여럿 보인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피접(避接), 생혈

(生血) 내리기, 악공 부르기, 점 치기, 기도하기 등이 그것이다.

피접이란 질병을 앓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요양하는 방법

으로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에서 언급된다.

□1 임인년(1782년) 봄과 여름 사이에 두어 곳 거터를 옮겼으나 쉬 병세

가 나아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

병세가 이미 위독하니 어머니가 스스로 하릴없는 줄 알고 다른 것에

옮겨 요양하기를 청하셨다. 어머니는 6월 11일 집에 들러서 며칠을 두고

아버지에게 유언(遺言)을 남기셨는데 늙으신 어머니에게 자식을 잃는 불

77) 의종손익(醫宗損益)에 따르면 건리탕(建理湯)은 인삼 3∼5돈, 말린 생강
(습지에 싸서 구운 것)과 계지, 혹은 육계와 계심 각 2돈, 백출과 백작약(술
에 누렇게 볶은 것) 각 1돈, 감초(구운 것) 5푼 등을 넣어 달인다.(醫宗損益
, 卷之四, 卯集, 胸, 諸種心痛, 建里湯, 한의학고전DB.)
의감중마(醫鑑重磨)에 확인되는 건리탕의 처방은 의종손익과 비슷하다.
이에 따르면 건리탕은 인삼 5돈, 건강 계지 각 2돈, 백출 백작약(술에 축여
누렇게 볶는다.) 각 1돈, 감초(굽는다.) 5푼(人蔘五錢, 乾薑 桂枝 各二錢, 白朮
白芍藥酒炒黃 各一錢, 甘草灸五分.) 등을 넣어 달여야 한다. (醫鑑重磨. 卷
五, 局方類選 篇上, 胸乳. 上統五方. 建理湯, 한의학고전DB.)

78) 풍양 조씨 지음, 김경미 역주, 앞의 책, 197면 각주 396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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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하게 되어 슬퍼하고 음식 봉양도 근심하였다. (28면.)

□2 아침 먹을 때 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점을 보니 장소를 옮기라 하

는데 어찌할꼬?’ 하는 사연이었다. 시어른들께 아뢰니 두 어른이 머뭇거

리셨으나 친정아버지도 권하여 피접(避接, 거처를 옮겨 요양)하기로 정하

였다. 그러나 마땅한 집이 없는바, 마을의 좁은 집은 거처하기가 어렵고

넉넉한 집은 얻을 길이 없었다. 친정아버지가 쌍동집 사랑채를 딴 채같이

여겨 대피 오면 간편하고 당신이 또한 한 집에서 자주 보는 것이 좋으니

그리 하라고 재삼 청하고 언니도 안에서 자청하였다. 그러나 시어른들이

모두 불안하다고 허락하시지 않고 남편도 피접을 부질없이 여기는 가운

데 쌍동으로 가는 것을 더욱 불안해하여 말려서 그만두었다. …

쌍동으로 가면 사리와 체모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나 내가 함께 가서

병자 곁을 떠나지 않고 친정아버지는 간병에 익숙하니 병세를 살펴서 때

마다 약을 쓰실 것이라 안심할 수 있었다. 내가 다시 시어른들께 가서 고

하고 깃들 집을 쌍동으로 정할 것을 아뢰자 날이 급한지라 마지못하여

허락하셨다. (72~73면.)

위 인용문□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머니는 1782년 봄과 여름 사이에

피접을 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

는 증상이 보인다. 어머니는 스스로 병세가 이미 위독해진 줄 알고 또

다시 요양하기를 청한다. 그래서 1782년 6월 11일 다시 자리를 옮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어머니가 피접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일

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어머니가 청한 대로 자리를 두 번 옮겼다는 것

이다. 아울러 피접을 어머니 스스로 요청하였다는 것 또한 주목을 요한다.

한편 인용문□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편의 피접 과정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피접 요청을 환자 본인이 아니라 풍양 조씨의

친정에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친정언니가 점

을 보니 장소를 옮기라 하는데 피접하면 어떠냐고 편지에서 물어보는 것

이다. 그러나 풍양 조씨는 남편이 거처를 옮겨 요양하도록 시어른에게

허락을 받지 못한다. 이때 친정아버지는 피접을 권유하기 시작한다. 친정

아버지의 권유와 친정언니의 청에도 불구하고 시어른들은 모두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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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 남편 또한 피접을 부질없는 일로 여김으로

써 장소를 옮기는 것을 불안해하고 피접하기를 말린다. 이에 풍양 조씨

는 요양을 위해서 쌍동으로 거처를 옮기려는 것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

만 자신이 함께 가서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며, 친정아버지도 간병에 익

숙해서 병세를 살펴서 때마다 약을 쓸 것이라고 시어른들에게 계속 피접

의 장점을 설명한다. 시어른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피접을 허락한다.

마지못하여 피접을 하게 된 남편은 처음엔 몹시 불안해하고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풍부해 보이는 넓은 거처를 살펴보니 남편의

마음이 편해진다. 주목할 점은 장소를 옮긴 남편의 질병이 풍양 조씨의

어머니와 달리 옮겨오던 날 저녁부터 바로 병세가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질병의 증세는 다시 심해지기 시작한다. 이에

남편은 3월 23일부터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요구한다. 결국 1791

년 3월 초부터 거처를 옮긴 남편은 3월 24일에 이르러 집에 돌아온다.

이처럼 어머니와 남편의 피접은 질병의 회복이라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

하지 못했다.

생혈을 내리는 방법 역시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에서 확인된다.

□1 언니가 망망한 중에 생혈(生血)을 써보고자 칼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벌써 칼을 다 감추고 생혈이란 것이 거짓이라고 큰아버지와 아버

지가 이르시고 (32~33면.)

□2 내 비록 죽어 따르지는 못하나 생혈(生血)로 행여나 목숨을 늘리는

힘이 있을까 하여 급히 두어 걸음을 물러나 돌아서서 감추었던 칼을 빼

왼쪽 팔목을 급기 찔렀으나 마음이 황황하고 손이 떨려 능히 꿰뚫지 못

했다. 다시 찌르려는데 아버지가 급히 칼을 빼앗고 시할아버지가 이끌어

합내(閤內)로 나오게 하셔 말씀을 더듬으며 망령됨을 꾸짖으시고 비녀까

지 빼서 시비에게 업혀 참소로 들여보내셨다. 이는 생혈을 내려고 한 줄

모르고 자결하는 줄로 잘못 아신 까닭이다. …

큰아버지 또 이르시길

“생혈이란 것이 혹 회생하는 도리는 있지만 어찌 생명을 더하기를 바

라며 또 부부가 삼십 년을 함께 살아야 혈맥이 상총해서 효험이 있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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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네 피는 써도 합해지지 않을 것이니 어찌 기운을 잇겠느냐?” (97~101

면.)

위 인용문□1 은 어머니를 살리도록 생혈을 내려 한 친정언니의 모습을

묘사한다. 언니는 생혈을 내려고 칼을 취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와 큰아버

지가 집 안의 모든 칼을 감추어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는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생혈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 생혈을

내는 풍양 조씨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 언니와는 달리 조씨

는 칼을 취하기에 성공하지만, 마음이 황황하고 손이 떨려 팔목을 제대

로 찌르지 못한다. 그녀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생혈을 내려는 줄 모르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모두 조씨가 자결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이후 큰아

버지는 조씨에게 생혈이 사람의 목숨을 늘리는 도리가 있지만 부부가 삼

십 년을 함께 살아야 혈맥이 상통해서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하며 조씨를

만류한다.

생혈을 내려는 시도는 주변 사람은 물론 역시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

친다. 남편은 또한 이 시도를 조씨가 자결하려 한 것으로 잘못 알아 많

이 놀라고 불편하게 여긴다. 조씨가 환자 곁에 나아가도 남편은 불편한

빛을 그치지 못하고 그녀와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

<자기록>에 등장하는 기타 대처방안의 세 번째 방법은 점보기로 어머

니와 남편의 질병서사 모두에서 확인된다.

□1 비록 허망한 무당 점이라도 병환에 차도를 얻는다고 하면 마땅히

금하지 않고 다 따르셨다. 필경 변이 나기 오륙일 전에 점을 보니 점쟁이

가 말하기를

“이미 바랄 바가 적으나 요행을 바라거든 옥추경(玉樞經)이란 것이 목

숨을 늘리는 경이니 백여 금을 들여 읽으시려면 읽고 부질없으면 마소

서.”

하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행여 효험을 보면 천행이고 비록 힘을 입지 못해도 한을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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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백금을 들여 경(經)을 하였으나 이미 대운(大運)과 하늘의 뜻을 어

찌하리오. (34면.)

□2 명복에게 직접 점을 치니 그가 말하기를

“이 사주는 몹시 귀한 사주로 영화롭고 길하여 수명이 길지만 올해 횡

액이 심합니다. 만일 이번에 회복하면 과서 운수도 트여서 과거에 급제하

는 경사도 볼 것이니 팔자가 흠이 없으나 지금 몹시 위태로우니 회복하

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아, 하늘이여 남편이 평소에 담백하고 욕심이 없어 다만 과거 공부를

힘써 하였으나 병이 들어서는 더욱 세상에 아무 생각 없어졌다. 그 경황

없고 무연한 마음에 과거에 급제하고 현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문득

반기고 기뻐하며 진짜로 믿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를 앗아버리니 아아, 슬

프다! (84면.)

위 두 인용문은 각각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

을 지닌다. 인용문□1 과 □2 는 점쟁이를 만나보는 친정아버지의 경험을 서

술하고 있다. □1 에서 약의 효험을 보지 못한 아버지는 비록 허망한 무당

점이라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자 한다. 무당은 백금을

들고 옥추경(玉樞經)이란 경전을 읽어주면 친정어머니의 목숨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대운과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어머니의

목숨을 늘리지 못했다고 한탄한다.

인용문□2 는 친정아버지가 이름난 점쟁이에게 점을 쳐 본 이야기를 묘

사한다. 점쟁이는 환자가 회복하기 몹시 어렵지만, 만일 이번에 회복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남편에게 온

친정아버지는 질병이 곧 나아져 가을에 반드시 과거에 성공하겠다고 점

의 내용을 바꿔 알려준다. 이처럼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찾는 것 외에

판수나 점쟁이, 무당 등을 찾는 것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일상적인 행

위였다.79) 그러나 저자의 아버지가 직접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은 <자기

79) 신동원, 조선 사람의 생로병사, 한겨레신문사, 1999,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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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지점이라 하겠다.

한편 환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위해 풍악을 부르기도 한다. 이는 남편

의 질병서사에서만 확인된다. 조씨는 남편이 본래 악공을 좋아하지 않아

악공의 노랫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괴로이 여기지도 않아 아무런 생각 없

이 지냈다고 서술한다. 그런데 점보기과 마찬가지로 악공 부르기는 환자

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자기록>에는 저자의 남편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이 하

늘에 기도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 □1 ~□2 는 시어머니와 시

할아버지, 저자가 하늘에 기도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1 나는 점괘에 따라 목욕 재계하고 칠일 밤을 빌었다. 초이튿날 밤부

터 시작해서 밤이 깊은 뒤에 하니 봄추위가 오히려 심했다. 내가 밤낮으

로 버티자 언니가 밤마다 잠을 안 자고 함께 빌었는데 (76면.)

□2 13일 밤이 깊은 뒤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로하고 목욕 재계하고 친

히 계집종과 더불어 우물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놓고 백번 절하며 하늘에

비셨다. 이후 시할아버지는 본가에서 밤마다 찬물을 무릅쓰고 목욕하시고

밤이 다하도록 하늘에 회복을 빌고 사당에 엎드려 비시니 오호라, 연세

팔순에 차마 이런 일을 당하여 이렇듯 하셨건만 하늘이 오히려 살핌이

없으니 차마 이를 어쩌리오?

나 또한 14일 밤에 돌아가신 어머니 묘실에서 내 줄글로 보호해 주시

기를 애걸하였으나 저승과 이승이 막막하고 황천이 묵묵하여 살핌이 없

으니 슬프도다. 정성이 천신(天神)을 감동시키지 못함이야, 천명이 다함이

냐? (79면.)

위 인용문 □2 에는 13일 밤이 깊은 뒤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로하고 목

욕재계한 뒤 우물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놓고 백번 절하며 하늘에 빌었다

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한 저자는 본가에서 밤마다 찬물을 무릅쓰고

목욕하고 밤이 다하도록 하늘에 회복을 빌고 사당에 엎드려 빌고 있는

시할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위 두 인용문은 남편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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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도록 기도를 하는 저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무당을 찾는 것은 물론 하늘에 빌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시할아버지의 기도 모습은 <자기록>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부분이라 하겠다. 궁중이나 양반 사족 집안에서는 여성의

기복 행위를 유교적인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여 금지시킨 적도 있었

으나 그 외의 여성은 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상층부 여성 역

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궁중에서도, 사대부 집안에서도 무당, 판

수를 통한 치병과 기복이 흔히 행해졌다.80)

5.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

질병서사는 환자가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나타난다. 상처, 좌절감, 분노, 두려

움, 슬픔, 사랑, 기쁨, 고통, 부담감, 미안함, 고마움 등의 감정은 질병과

투병의 인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드러낸다.

<자기록>에 나타난 어머니의 질병서사는 비록 비교적 짧지만 어머니

와 아버지, 어머니와 딸들의 관계가 감정에 대한 서술로 가득 차 있다.

다음 인용문은 각별한 부부관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어머니의

투병 과정에서 든든한 힘의 원천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다.

□1 어머니가 아버지를 섬김은 화평하고 곡진하며, 반드시 후한 말씀과

덕 되는 일로 도움이 되고자 했다. 아버지도 탄복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귀히 대하셨으니 서로 지극히 가깝고 화목하였다. 어느 부부인들 서로 마

음 맞는 사람들이 없겠는가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밖으로는 부부

의 의를 갖추고 안으로는 서로 마음이 통하여 알아주는 지기(知己)이기도

했다. … (21면.)

□2 하늘까지 닿을 듯한 우리의 지극한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80) 위의 책,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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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범상한 고분(鼓盆)의 슬픔과 짝을 잃은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가 편찮으실 때부터 지극한 정성을 다했으나 간호가 힘들다고 느끼지 못

하고 온갖 약초와 갖은 약방으로 시험하며 … 비록 힘을 얻지 못할지언

정 아버지는 약을 쓰고 돌보는데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다. (34~35면.)

위 인용문 □1 에서는 부모가 본래 서로를 공경하고 귀히 대하며, 지극

히 가깝고 화목하게 살았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인용문 □2 에서 어머

니의 질병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든든한 힘의 원천이 되어 어

머니를 돌본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음에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한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슬픔에 매몰되기보다 간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고통이 아닌 희망으로 정의된다. 아내

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녀가 병을 이겨내는데 희망이 되고 싶어 하

는 것이다. 심지어 저자는 아버지가 점보기의 허망함을 알면서도 수명을

연장해준다는 경을 읽게 하는 시도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며 간호 과정에

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을 자세히 토로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질병으로 부인을 잃은 경험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첫 부인의 죽음을 겪게 된 아버지는

둘째 부인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다음 인용문은 어머니가 죽음에 임박하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대화

를 나누는 대목으로 아버지의 재혼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고자 말씀하길

“내 이미 처궁(妻宮)이 박하여 두 번이나 이런 정경(情景)을 당하고 나

이 또 사십이니 다시 아내를 들이지 않으려 하오.”

하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답하셨다.

“어찌 이런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까? 형세를 들자면 위로 어머님이 계

시나 음식을 받들 사람이 없고, 당신은 나이 마흔에 뒤를 의탁할 아들이

없고, 혼인하지 않은 두 딸이 있고, 시중 들고 음식을 주관할 사람이 없

으니 마땅히 급히 장가를 드셔야 할 터인데 어찌 이같이 그릇되어 헤아

리시는 겁니까?”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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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받들 사람이 없고, 후사를 의탁할 아들이

없으며 혼인하지 않은 두 딸도 있고, 시중을 들며 음식을 주관할 사람이

없으니 마땅히 급히 장가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아

버지에게 새로운 부인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복하여 말함에도 불구하

고 아버지는 다시 아내를 들이지 않겠다는 대답을 한다. 이렇듯 아버지는

죽음으로 이어진 질병의 고통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마

음을 갖게 된 듯하다.

한편 어머니와 딸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 저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들은 주로 비통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

고 어머니가 계신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슬픈 마음을 반복해서 토로한

다. 나아가 저자는 어머니의 질병과 죽음의 의미를 시어머니와 남편의

각별한 사이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다. 다음 인용문은 저자의 시어머니

가 아들을 살피는 마음이 각별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어머니를 여읜

비통한 생각에 잠기는 것을 서술한 대목이다.

시어머니도 우울한 마음으로 함께 장난하기를 저같이 하며 계속 응해

주시다가 혹 물리치며 말씀하기를

“우리 며늘아기가 분명 모자의 정을 보고 마음 상하겠구나.”

하셨다. 남편 또한 나를 보면 몸과 마음을 단속할 때가 많고 나도 과연

모자의 특별한 천륜을 뵈올 적마다 감탄하고 마음이 슬퍼짐을 면할 수

없었다. (47면.)

나아가 남편의 질병서사는 질병과 치유행위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

이 나타난다. 저자는 환자가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에

집중한다기보다 환자-시가 그리고 환자-처가의 대립적인 관계를 서술하

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며, 남편의 질병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순간마

다 시가와 처가의 태도를 세밀하게 기록한다. 다음 인용문은 처가, 특히

친정아버지, 친정언니와 남편의 각별한 사이를 서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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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우리 집의 사위가 되자 아버지께서 오래된 의로써 장인과 사위

의 정을 맺어 사랑과 정이 보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언니도 귀하고 중

하게 여겨 남편을 대하기를 사랑하는 정과 친근함이 남동생 같아서 중한

체면을 도리어 잊었으며 떠나면 허전하여 잃은 것이 있는 듯 망연히 어

쩔 줄 몰라하였다. 언니는 늘 말하기를

“김서방이 사랑스럽고 귀중함은 실로 동생보다 위에 있다.”

하였다. 남편 또한 처가를 예사로 여기지 않아서 아버지를 우러르는 것이

평범한 장인 대하는 것 같지 않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하니는

일을 좋게 여기고 마음속으로 따르며 마땅히 배워서 본받고자 하였다. 언

니의 지극한 정성에도 감격하고 행동과 용모, 규범의 관대하고 부드러움

을 십분 칭찬하여, 참으로 처형과 제부 사이와 달랐다. (47~48면.)

다음 인용문은 어머니의 병증을 많이 겪어 간병에 익숙한 아버지의 모

습을 보여준다.

친정아버지는 병증을 많이 겪어서 밝은 식견으로 자세히 관찰한 것이

한 집에서 늘 보는 사람과 달라 반드시 일의 실마리를 풀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71~72면.)

실제로 <자기록>에서 친정아버지는 환자를 대할때 늘 적극적인 구호

의 태도를 보여준다. 위에 살펴보았듯이 아버지는 다양한 의약의 복용,

피접을 하라는 권유, 의원 방문의 권유 등 여러 가지 치료활동을 적극적

으로 시도한다. 주목할 점은 남편이 이러한 처가 아버지의 보살핌을 어

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지이다. 다음 인용문은 남편이 장인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을 몹시 다행히 여기며, 이를 본 시어머니는 그것이 외짝

사랑이라고 놀렸다고 서술하여 장인-사위의 특별한 사이를 강조하고 있

다.

남편이 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르기를

“조용히 사오일 쌍동에 가서 장인을 옆에서 모시면 어찌 다행히 아니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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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시어머니가 웃으며

“어찌 정성이 저렇듯 할까? 가히 외짝사랑이로다.”

하시며 또한 웃으며 대답하기를

“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장인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몹시 흠모하고 탄

복함이 많아 그러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듯 남다른 마음이었는데 아버지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주시니 남편ㅇㅇ은 더욱 흡족하여 비록 어려운 일이라도 거스르

지 않았다. (74~75면.)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저자는 다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며 장인을 거스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

다. 그 외에 장인-사위의 사이에 대한 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

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자기록>에서 친정아버지는 어머니는 물론 남편

의 투병 과정에서도 든든한 힘의 원천이자 사랑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투병 과정에서 가족은 사랑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방

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환자와 시가와의 관계 서술에서 눈에 띄는 것

은 일종의 방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에 대한 대

목들이다. 저자는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가 남편이 질병을 이겨내는 힘

이 되기는커녕 치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아 치유과정에 방해가 되었다

고 서술한다. 앞서 거듭 언급하였듯이 시어른들은 보원과 약치를 믿지

않고 의원의 처방을 의심하며, 전체적으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등장한다.



- 54 -

IV.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의미

질병서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된다. 하나는 직접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의 시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

람을 돌봐주거나 치료하는 사람의 시각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기록>에

는 질병에 걸린 남편을 보살피는 저자의 시각과 질병을 앓는 환자 본인,

즉 남편과 어머니의 시각이 나타난다. 요컨대 <자기록>은 질병의 목격

자나 관찰자로서 간접체험 하는 사람의 시선과 직접체험을 하는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는 작품이라 하겠다.

1. 질병 간접체험자로서의 의미

<자기록>은 주로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 체험을 지켜본 저자의 기록이

다. 따라서 질병체험서사가 아닌 질병의 간접체험서사의 성격을 지닌

다. 주목할 점은 저자가 질병의 목격자나 관찰자로서 환자들의 질병을

단순히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

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보살피며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록>은 단순한 목격서사나 관찰서사가 아닌 질병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갖는 간접체험서사라 할 수 있다.

1. 증언으로서의 의미

질병체험서사의 대부분은 저자의 삶을 한순간에 바꾼 어떤 사건에 대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81) <자기록>은 어머니와 남편의 비통한 죽음

이란 사건에서 서사를 시작한다. 이어 어머니와 남편을 여읜 비극과 설

움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한탄한 뒤 창작의도를 밝힌다. 저자는 어릴 적

의 행적, 특히 친정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잊히는 것이 서러워 글을

대강 기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아버지의 인자하고 명철함을 전하

81) John Wiltshire, “Biography, Pathography, and the Recovery of Meaning”,
Cambridge Quarterly 29(4), 2000,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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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의 궁박한 팔자와 혼인으로 느낀 모든 설움, 특히 남편 투병의

과정을 기록하고자 한다.

질병서사의 창작 과정에서 질병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자기록>에서 질병체험을 떠올리는 과정이 얼마나 고

통스러운지는 거듭 나오지만 특히 본문 맨 마지막 문장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쓴다고 고백하는데 이 대목을 통해 질병체험을

기억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격한 고통을 동반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조용히 물러나 있는 가운데 옛날 일을 추모하니 세세하게 눈앞에 벌어

져 하늘 끝에 닿을 듯 가없는 설움이 새로워 나의 어릴 적에 있었던 행

적만 대강 기록한다. 그때 내가 어렸을 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온갖

좋은 점을 갖추어, 막힘없는 식견과 활달한 도량에 깊고 신중한 지혜로

모든 일을 시기에 맞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많았

으니 어찌 다 형용하여 기록할 수 있겠는가. 겨우 만에 하나를 기록하고,

아버지의 남보다 인지하고 명철하신 두어 가지 일을 올린다. 그리고 다시

나의 궁한 팔자와 혼인으로 느낀 설움은 세월이 오래 지나면 능히 기억

하지 못할 것이라 혼인하고서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일을 당하기까지의 대강을 기록한다. 내가 갈아 있는 동안 두고

보면서 눈앞의 일같이 잊지 말고 또 뒷사람들에게 옛 일을 알게 하고자

잠깐 기록하나, 정신이 황량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그리 자세하지 못하다.

(13~14면.)

선행연구에서 <자기록> 창작의 핵심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상실을

초래한 어머니, 남편과의 관계와 거기 따르는 경험, 그들이 저자의 삶에

남긴 발자취를 ‘성실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때 ‘기억’이

란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82)

위 논의는 인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을 창작 의도

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

82) 홍인숙, 앞의 논문, 2016,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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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자기록>이 자신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호킨스는

질병서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체험을 알려주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한다고 했다.83)

또한 프랭크는 이야기하기(storytelling)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큼이

나 타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아픈 사람의 이야기하기

는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타인을 인

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84) 이처럼 청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

픈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된다는 점은 질병서사의 사회적 측면이라 하겠

다.85) 아울러 호킨스와 프랭크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증언적인(testimonial)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질병서사로서 <자기록> 창작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인용

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자는 어머니와 남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자

신이 겪었던 모든 설움과 고통을 뒷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위해 기록을

남긴다고 지적한다. 저자에게 뒷사람 가운데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

게 될 사람이 있다면 저자가 남긴 질병서사를 통해 그들의 고통과 아픔

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저자는 가족의 죽음

과 관련된 감정을 기억하기보다 환자를 약으로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

다는 것, 의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질병의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등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기록>을 창작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86)

한편 <자기록>의 증언적인 성격을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저자는 남편의 발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

는지, 예컨대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인 일까지 낱낱이 기술하고 있다. 열

녀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자기고백에서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상처를

83) Hawkins, Anne, 위의 책, pp.10-11.
84) Arthur Frank, 위의 책, pp.17-18.
85) 위의 책, p.3.
86) 이렇듯 <자기록>은 현대 한국의 투병기와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
다. 황임경은 여러 투병기를 분석하면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타적인 의도로 쓴 글이 대부
분임을 밝혔다. (황임경, 앞의 글, 2011,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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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하고자 하는 고백의 심리를 읽을 수 있지만, 역으로 고백을 통해 후

손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특정한 형상’으로 보여주려는, 다

른 국면의 고백의 심리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여필종부의 유교

윤리를 온몸으로 체현하고자 하는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

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일종의 편집증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환자나 간병인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체험

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병서사를 읽고자 하는 독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87) 그렇다면 <자기록>의 독자는 누구일까? 질

병서사로서 <자기록>을 읽었던 독자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다. <자기록>의 맨 마지막 필사기는 친정언니가 남긴 것인

데, 언니는 ‘이 책을 보고 제문을 베끼니 마음이 더욱 감회에 젖어 능히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하리로다’88)라고 했다. 능히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한

다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저자의 언니가 책을 베끼며 저자의 체험을 떠

올리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언니가 물론 동생이

겪은 질병의 체험을 하나의 증언과 정보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

았겠지만, 언니가 베낀 책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정하게는 증언과

정보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분명하다.

2. 분노로서의 의미

풍양 조씨의 남편은 본래 튼튼하지 못했다. 남편은 쌀쌀한 날씨에 사

람들이 붐비는 과거장에서 오랜 시간 머문 것이 원인이 되어 잔병을 얻

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록>은 발병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질병이 악

화된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는 남편의 사소

한 병을 방치하여 악화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시아버지와 시할아

버지에 대한 저자의 반감과 불만, 원망을 부각시켰다.89) 저자는 남편이

87) 최근에 들어 질병서사의 독자가 더욱 늘고 있는데, 이는 질병서사의 독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Hawkins, Anne, 위의 책, p.10)

88) 풍양 조씨 지음, 김경미 역주, 앞의 책, 142면.
89) <자기록>에 나타난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박옥주
(2001, 앞의 글, 179-180면)와 홍인숙(2012, 255-257면)의 논문에서 살핀 바
있다. 또한 저자와 관계성의 측면에서 시어른들의 모습을 검토한 연구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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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장에서 병에 걸려 집에 들어와 썰렁한 사랑방에서 어른을 모시게 되

면서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서술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어머니 방에 들

어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정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찬 것이 낫

다고 여기는 시어른들 두 명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바람에 병이 악화되

었다는 것이다. 시어른들은 병이 깊어지는 남편을 보면서도 약재를 복용

할 필요가 없으며,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서사 초반 저자는 남편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모든 요인을 말하며 시어

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남편의 질병이 위중한 상황

에 이르자 저자는 쌓인 불만과 원망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기 시작한다.

다음 인용문은 저자의 분노를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두 어른이 처음부터 중한 줄을 모르고 의원이 증

ㅅ가 중하다고 일러도 충동질하는 것으로 알고 의원의 말을 구태여 안에

이르지 않으신 것이다. 다만 눈앞에서 병이 오래 낫지 않는 일이 민망하

고 근위가 가볍지 않은 것을 애태웠으나 차마 어찌 위독하다 여겼겠으며,

등장 밑이 어둡다고 경중을 어찌 알았겠는가? 다만 우연히 염려하다가

편지를 보니 친정아버지는 병중을 많이 겪어서 밝은 식견으로 자세히 관

찰한 것이 한 집에서 늘 보는 사람과 달라 반드시 일의 실마리를 폴 도

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71-72면.)

호킨스가 말한 분노 투병기는 1980년대에 의학이나 의료에 대한 불만

족을 토대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의료행위와 관련된 다른 요소를

비난하는 분노 투병기 또한 존재한다. <자기록>의 경우 저자는 의학지

식의 부족으로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시어른들에 분노하며, 남편을 제대

로 간호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패를 지적한다. 저자는 남편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시어른들이 결국 질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

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한 셈이다. 이렇듯 <자기록>

은 시어른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담은 서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인숙(앞의 글, 2016, 87-91면)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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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자가 남편을 진찰하고 치료한 의원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의원들이 처방해준 모든 약재는 효험이 없

거나 약을 쓸 때마다 심지어 해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저자

는 약재 복용의 부작용만을 서술하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비난하거나 치

료행위에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의원들을 비판한다기보다 대안적인

치료법을 추구하는 것이 눈에 띈다. 전통적 치료법뿐만 아니라 보충적

치료법으로서 피접, 생혈 내리기, 악공 불러 연주시키기, 그리고 점쟁이

불러 보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호킨스에 의하면 대안적 치료를 옹호하

는 투병기는 의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의원과 의학의 중요성

이 감소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대안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는 투병기는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치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특징을 가

진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확인한 악공 불러 연주시키기 등의 대안적 치

료 방식은 환자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탄으로서의 의미

<자기록>의 저자는 시어른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머니

나 남편의 질병을 모두 천의(天意)에 귀속시키고 있다. 어머니를 잃은 것

이 자신이 하늘에 죄를 얻었기 때문이며, 남편을 잃은 것 또한 삼생의

죄악이 극중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누구보다도 자

신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아아, 하늘의 법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며 선한 사람이 복

을 받고 나쁜 사람이 화를 입는 것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그

러나 오늘날은 하늘이 몰라주고 사람의 도리도 변하여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화를 입는 이치가 바뀌어 어진 사람이 수(壽)를 누리지

못하고 덕 있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라 하겠는

가? … 아아, 어찌 하늘이 능히 살핀다할 수 있으며 어질다 하여 복을 더

받는다 하겠는가? (11면.)

오호 하늘이여, 내 살아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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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슬픔을 품고, 다시 남편을 잃음에도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지금에 이

르러 황천이 특별히 그 죄를 벌하여 갑자년(1804년)의 슬픔과 을축년

(1805년) 형제를 잃은 설움으로 오늘날 부모의 후손이 끊어지고 집이 엎

어지는 반폐지통(半廢之痛)을 당하니 오호라 혹독한 원통함이요 참담한

재앙이라, 하늘이 내린 것인가. 운명인가. 내가 신해년(1791년) 화를 당한

뒤 오늘까지 목숨을 훔쳐 오늘날 이 참혹한 정경을 또 보는 것이냐. 가운

(家運)의 망극함과 정리의 이 원통함을 아홉 하늘을 깨치고 하늘 궁궐의

문을 흔든들 능히 견디랴. (125면.)

저자의 한탄은 인용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인용문을 보면 <자

기록>의 첫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한탄이 시작되어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데 이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저자의 심정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서술하지

않아 실제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의

반복되는 한탄과 원망은 결국 문화적인 특징에서 찾아야 하지 않나 한

다.

질병이란 사건을 하늘의 뜻과 연결시켜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

록>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근대 자기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18세기 초 한산 이씨가 창작한 고행록은 <자기록>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90) 고행록은 저자가 기해년 3월에 한성부의 동학동에서 태어

나 자란 일부터 가계, 혼인, 출산, 유배, 죽음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을 시

간 흐름에 따라 서술한 것인데,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들은 역시 질

병과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한산 이씨는 그 원인을 자신의 적악(積惡)으로 돌리고 있다. 다음 인용문

들은 한산 이씨의 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젹악(積惡)이 무궁(無窮)여 경신(庚申) 오월(五月)의 경풍(驚風)으로

90) 고행록은 김영배 외, 한산이씨 고행록의 어문학적 연구, 태학사, 1999에
서 처음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나, 본고는 고행녹 : 17세기 서울 사대부가
여인의 고난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에 실려 있는 고행록의 원문과 번역문을 사용한다.



- 61 -

약(百藥)이 무효(無效)여 일흐니 (원문 03.)

의 젹악(積惡)이 듕(重)여 삼(三兒)을 참혹(慘酷)이 일흔고 

든 간댱(肝腸)을 촌촌(寸寸)이 석이매 인(因)여 혈변(血便)이 되어 회

(懷胎) 돈연(頓然)니 (원문 09.)

텹텹(疊疊) 젼(前生) 죄약(罪惡)이런디 경인년(庚寅年) 삼월(三月)의

그리 완실(完失)며리 화등(火登)의 나븨 되니 (원문 18.)

내 젹악(積惡)이 다텹(多疊)여 (원문 21.)

또한 19세기 후반 해평 윤씨가 창작한 윤씨긔록에서도 역시 유사

한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91) 해평 윤씨는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

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였는데, 유아기에 여읜 부모, 양부

모와 관련된 충격, 청상과부가 되는 과정의 비통함을 토로했다. 그녀는

친부모가 없는 자신이 남편과 아들을 통해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지키고

자 하였으나, 결국 과망(過望)과 적악(積惡)으로 인하여 인륜의 죄인이

되었다고 한탄한다.92)

 아직 튱년(沖年)의 죄악이 디듕여 조샹부모(早喪父母)고 뎨형

(弟兄)이 무타(無他)여 (4a.)

나의 비고통원(悲苦痛怨)을 셰(此世)의셔앙달무쳐(仰達無處)고

후셰(後世)의도 관영죄악(貫盈罪惡)니 감히 앙달쳔문(仰達天文)치 못

것시오. 뉸긔(倫紀)의 죄인이니 황원야(荒原夜臺)의 션부모(先父母)

뵈와 고(哀告)치 못것시오. 부도(婦道)의 죄인(罪人)이니 감히 부쟈

91) 윤시긔록은 2007년 조택기 옹이 화성시에 기증한 고서 중의 하나로, 원
래 매송면 약목리 일대에 세거해온 풍양 조씨 문중에서 전승되던 것이다. 조
혜진, 해평윤씨 부인의 『윤시긔록』 연구 , 국문학연구32, 국문학회,
2015, 219-245면. 본고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윤시긔록
필사본과 조혜진이 입력한 윤시긔록을 참고하였다.

92) 조혜진, 위의 글,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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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子)만나 귱텬디통(窮天之痛)을 비쵤 길이 업디라. (13b~14a.)

오호(嗚呼) 통원(痛寃)이라 아죄여쳔(我罪如天)니 여(如此) 변(變)이

당〃거니와 부쟈(夫子)야 하죄(何罪)리오. (15a.)

부뫼 아죄(我罪) 관영(貫盈)으로 말암은 화악(禍惡)이니 슈원슈한(誰怨

誰恨)이리오마그러각은 잠시로다. (22a.)

이처럼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전생의 적악이나 하늘이 내린 죄

등에서 찾는 것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질병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

여주는 일종의 문화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신세 한탄의 문화

적 기저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은 차후의 과제로 돌린다.

4. 삶의 중단으로서의 의미

질병은 일상적 삶의 중단(interrupt)을 가져온다. 당장 감기만 걸려도

일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즉, 오랜 투병은 중단의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93) 따라서 질병서사에서 환자의 투병과 그의 가족이 겪는

중단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풍양 조씨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

의 삶에 지속적인 중단을 겪었고 자신의 삶에 다시 질서를 부여하고자

<자기록>을 기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풍양 조씨의 남편은 만성

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각한 중단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버리

(Bury)에 따르면 만성 질환은 전기적인 중단(biographical disruption)으

로서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는 모든 행동의 중단, 자기 정체성의 중단,

그리고 이러한 중단에 대한 반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94) 만성 질환에 걸린 풍양 조씨의 남편은 이전에 그가 점유하고

활동하던 공간에 제약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참여했던 활동들이

거의 중단되었다.

93) Arthur Frank, 앞의 책, p.56.
94) P. Roussi, E. Avdi, Meaning making and chronic illness: cognitive and
narrative approaches, Hellenic Journal of Psychology 5, 2008,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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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기록>의 경우에는 중단을 가져온 남편보다 그로 인해 변화

된 풍양 조씨의 정체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남편이 질

병을 심각하게 앓기 전에 저자는 가족 내에서 주변적이고 수동적인 존재

였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학을 제외하면 그녀에게는 다른

정체성이 없었다. 저자는 홀로 독립적인 사유나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

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남편의 죽음이 임박하자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자결에 대해 생각하

기 시작했는데, 저자가 자결하려는 이유는 혼자 사는 슬픔과 고통을 견

디기 어렵다는 것, 남편과의 관계는 삼강(三綱)의 하나인데 그것을 잃고

살 수 없다는 것 등이다. 풍양 조씨의 여성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유교

적 여성윤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자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친정아버지와 언니가 자신의 자결로 인해 겪을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시부모를 받들 사람이 없고 이는 불효(不

孝)일 뿐 아니라 남편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에도

저자는 자신이 시부모를 봉양하고 가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반복

적으로 말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저자의 자기정체성이 일관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한다. 유교 윤리에 입각한 여성적 정체성에 대해 갈등하거나 회의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95) 그러나 본고는 풍양 조씨의 정체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전기적인 중단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남편이 죽은 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풍양 조씨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아들을 낳아 후사를 이을 수 있었으

므로 아내의 역할에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더 이상을 아들

을 얻지 못하니 아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저자는 회고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의무가 집안을 보전하여 후사를 세우고 제사를 받

드는 것이라고 했고,96) 이것이 남편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95) 박혜숙, 앞의 글, 2001, 254면.
96) 임의 내 투(偸生)후가도(家道)보젼(保全)여 닙후봉(立後奉
祀)미 소임(所任)이니 원컨대 댱원(長遠)고 현효(賢孝)명녕(螟蛉)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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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자는 이런 의무의 수행에 실패했으니, 저자의 삶에 일종의 지

속적인 중단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질병 체험자의 소외된 목소리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는 저자의 감정을 서술하는 데 치중함으

로써 질병의 체험자로서 환자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흠영(欽英)처럼
조선시대 양반 남성이 남긴 일기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흠영은 저자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질병, 처방, 치료과정

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환자 질병에 대한 생각과 감정, 그리

고 환자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은 거의 서술하지 않고 있다. 가

족이나 자신이 앓는 질병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환자 질병의

‘목격자’로서 발병의 원인과 결과, 치료 방법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

을 뿐이다.

<자기록>에서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은 그를 보살피는 가족의 고

통을 매개로 하여 재현된다. 목격자로서 저자의 고통이 환자인 남편의

고통을 대신하여 질병서사를 지배하고 있다. 남편의 질병서사는 질병의

증상, 그로 인한 신체의 변화, 치유과정에서 복용한 약물로 서술되며, 질

병체험의 당사자인 환자의 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때 환자는 오직 질

병을 앓고 있는 몸을 소유한 물리적 실체로서 물화(物化)되고 타자화되

며, 나아가 질병을 앓고 있는 몸 그 자체로 환치되어 대상화됨으로써 철

저히 소외된다.97)

어머니 질병서사의 경우, 어머니는 후사가 끊길까 걱정하여 아들 낳기

를 바란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잃은 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원통해

더 봉(奉祀)긔탁(寄託)고 박명여(薄命餘生)을 의지코져 노라
(90a.)

97) 이인경, 앞의 글, 2012,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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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린다. 비통에 빠진 어머니는 몸이 약해져

다시 더 자식을 바라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임신한

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서사적 주체는 잇따른 출산으로 쇠약해진 어머니

의 고통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적인 어머니의 몸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경우 여성의 몸은 오직 출산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유의미한 목

소리를 갖는다. 이는 당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임신과 출

산에 한정하는 관습 문화적 사유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98) 고행록
의 경우에도, 작품에서 확인되는 한산 이씨의 목소리는 출산 과정에서

유사하게 드러난다. 첫 출산의 후유증으로 좋지 않은 한산 이씨의 몸은

<자기록>에 등장하는 저자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한산 이씨 또한 출산

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도 잇따라 임신한다.

그런데 남편 질병서사의 경우, 남편은 아무리 아파도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다. 시어른들은 남편에게 글을 가르쳤고 과거 급제에 큰

기대를 품었으므로, 남편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했다. 찬 사랑

방에서 공부하면서 추위는 물론 질병까지 작지 않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는다. 다음은 남편

이 매일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민망한 사정을

말하는 장면이다.

남편이 매일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와 민망한 사정을 고했으나 변통하

지 못하고 10월 첫 추위까지 그 힘든 추위를 견뎠다. (60~61면.)

이렇게 오래 낫지 않으니 남편도 스스로 깊이 걱정하고 안에서도 시어

머니부터 모두 염려가 깊었다. 시아버지, 시할아버지가 염려하실 것을 두

려워하여 각별히 병의 원인을 숨기고 물어보셔도 대단치 않다고 아뢰서

자세히 모르실 뿐 아니라 원래 이르시기를

“담냉이니 봄이 되면 나을 것이다.” (62면.)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남편은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

98) 위의 글, 169-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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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는 것이다. 남편은 스스로 깊이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른들이 염

려할 것을 두려워하여 각별히 질병의 원인을 숨기며, 그들이 물어보아도

대단하지 않다고 답한다. 남편의 경우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

가운데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특히 눈에 띈다. 이렇듯 부담감

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질병서사에

서 소외되고 있다. 환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타인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편은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다음 인용문은 남편이 죽음에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스스로 회복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곧 나아

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남편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감추고 있다.

남편이 가쁜 호흡으로 말소리가 이어지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고하기

를

“제가 곧 나을 것이나 놀라서 숨이 이리 찹니다.” (99~100면.)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하기를

“지금은 긴 말을 못하겠으니 내 낫거든 하리라.”

하니 이는 스스로 회복을 믿는 까닭으로 (102~103면.)

임종까지 스스로 회복을 믿는 까닭에 초저녁에 내가 합내에서 들으니

남편이 친정아버지께 여쭙기를

“내 병이 끝내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친정아버지가 이르시기를

“그러기야 하겠느냐? 네 병이 위태하면 내가 이리 태연할 것 같으냐?

너는 내 기색만 믿으라.” (104면.)

이와 같은 남편의 질병서사는 일종의 복원의 서사(restitution

narrative)로 볼 수 있다. 프랭크가 말하는 복원 서사의 플롯은 ‘어제 나

는 건강했다. 오늘은 나는 아프다. 그러나 내일 나는 다시 건강해질 것이

다’라는 플롯을 갖고 있으며, 건강해져서 잘 지내고 싶은 “자연적인”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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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반영하는 것이다.99) 저자의 남편 역시 곧 건강해질 수 있다는 욕망

을 가지고 있다.

<자기록>에 나타난 복원 서사는 점쟁이와 관련된 대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친정아버지가 이름난 점쟁이에게 점을 쳐 봤다는 내용

이다. 점쟁이는 회복하기가 어렵지만, 만일 환자가 회복하면 과거에 급제

하는 경사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에게 온 친정아버지는 질병

이 곧 나아져 가을에 반드시 과거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점쟁이의 말

을 살짝 바꿔서 전달한다. 친정아버지가 알려주는 이야기는 일종의 복원

서사에 해당한다. 이는 ‘남편이 전에는 건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다.

그러나 남편은 곧 회복한다.’라는 순서가 된다.

프랭크에 의하면 이러한 복원의 플롯은 아픔이 어떻게 나아진 것인지

에 대한 기대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풍양 조씨 남편의 경우 과거 급제에 대한 언급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씨는 경황없고

무연한 마음에도 과거에 급제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반기고 기뻐하는 남

편의 모습을 적었다. 친정아버지가 알려준 복원의 이야기는 남편 아픔이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원의 궁극적 한계는 필멸(mortality)이다.100) 남편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아파도

회복하여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편은 죽을 때

까지 복원 서사를 구성한다. 그런데 풍양 조씨의 친정어머니는 병이 위

독해지자 스스로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복원 서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록>에서 환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어 있으므로 독자들

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환자들이 보여주는 간접적

인 치유의 기대 또는 절망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99) Arthur Frank, 앞의 책, pp.75-96.
100) 위의 책,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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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8세기 후반 풍양 조씨가 남긴 자기서사 <자기록>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저자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과 죽음이다. 본고는 이 두 개의 비극

적인 사건을 질병서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간병인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작품 분석의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한

‘질병서사’를 정의하였다. 우선 서사의학 연구 흐름의 하나로 질병서사를

소개했는데, 1절에서는 서사의학 연구 전체를 개관하였다. 의학에서의 서

사 연구는 1)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을 드러내준다는 점, 2)서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 3)의학적 추론

을 포함한 임상 행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어 2절에서는 질병서사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것의 원인, 전

개 과정, 치료나 질병 경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질병에 관련한 모든 것을 말이나 글로 풀어낸 것이라고 정의했다.

질병서사는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질병 이야기이며, 따라서 질병에 대

한 환자의 설명, 해석, 이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질병서사는 환자의 질

병 경험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전체 삶의 이야기 속에

서 의미를 갖고, 그 경험이 환자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환자의 생활 세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질병서사는 환자가 질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말해준다.

3장은 <자기록>의 전체 서사를 개관하고 구체적으로 질병서사의 양상

을 살피는 부분이다. 1절에서는 전체 서사를 주제에 따라 단락별로 나누

어 정리했고, 2절에서는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를 분석했다. 이를 토

대로 발병의 원인과 투병 과정, 환자 몸의 변화, 질병의 치유, 대안적 치

료법,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 등 다섯 가지의 양상을 살폈다.

발병의 원인과 투병 과정과 관련된 서사에는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이

서로 다른 원인과 전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사한 죽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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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었다. 환자 몸의 변화는 오직 질병의 증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전에 점유하고 활동하던 공간과 이전에 참여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편의 경우는 병을 앓기 이전에는 안

팎으로 출입을 많이 하였지만, 병이 심해지자 자기 방을 떠나지 못했다.

공간이 제한된 것이다. 남편은 병을 앓기 전에는 글을 좋아하여 밤낮으

로 집에서 독서에 몰두했지만, 병이 위독해지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

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된다.

치유와 관련된 서사에는 여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 의해 이

루어진 질병 치료의 양상이 나타난다. 치유행위의 핵심인 의원들의 방문

과 약 복용은 모두 환자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부질없는 것으로 서술되

었다. 그리고 의료품 구입과 관련된 시집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한 약 복용의 어려움을 두 차례에 걸쳐 서술하였다. 작품에

서는 전통적 치료뿐만 아니라 보충적 치료법으로서 이른바 대안적 치료

를 병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안적 치료법 가운데 피접, 생혈 내리기,

악공 불러 연주시키기, 그리고 점 보기 등은 모두 병증을 완화시키지 못

한 것으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질병 과정에서 남편이 겪게 되는 감정에는 처가에 대한 고

마움과 사랑 그리고 시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두드러진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환자의 감정 서술이 매우 적다.

저자는 어머니의 감정을 서술하기보다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간호를 보

여주었다.

4장에서는 질병의 목격자로서 저자의 목소리와 질병 체험자로서 환자,

즉 남편과 어머니 목소리를 밝혀 그 의미를 찾고자 했다. 1절에서는 <자

기록>의 창작 의도를 찾고자 했는데, 먼저 저자가 겪었던 모든 설움과

고통을 뒷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작품이

지닌 증언적인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어 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의료행위

를 부정하는 시어른들로 인해 남편이 결국 죽음에 이른 사실에 대해 분

노하는 저자의 표현을 통해 작품이 지닌 분노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질병을 적악으로 바라보는 한탄의 장면을 찾아서 이를 한국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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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 환자는 물론 간병인에

게도 삶의 중단이 발생한다고 보고 특히 풍양 조씨는 남편이 죽은 뒤 후

사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저자 정체성에 심각한 ‘전기적인 중단’이 나타난

다고 보았다.

2절에서는 <자기록>에서 환자의 목소리를 찾고자 했는데, 간병인이

쓴 기록에서 질병체험자로서 환자의 목소리를 살피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풍양 조씨의 어머니는 환자가 된다는 것의 고통과 질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말로 토로하지 않았다. 적어도 풍양 조씨는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오직 출산과 후사를 잇

는 소임과 관련되었을 때에만 유의미할 뿐이다. 환자로서 남편의 목소리

또한 소외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남편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자 타인

에게 자신이 곧 나을 것이라는 ‘복원 서사’를 말하였다.

이상에서 <자기록>을 통해 조선후기 질병서사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더욱 많은 다양한 자료로 질병서사를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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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료 1] 남편의 질병 과정

증상변화일 질병 증상과 몸 변화 양상

무신년

(1788)

가을
발병 초기: 치질 기운. 심약함. 피를 토함. 심히 성치

못함. 즉시 나았음

10월 초승 치질 기운이 심해짐.

10월 6일

이후

치질 점점 심해지고 핵이 자라 큰 종기가 되어 밤낮

으로 아픔이 극심함.

11월 초순

쯤

심히 아파 괴로워하다가 고름이 찼음. 두 번 종기를

터뜨려 비로소 통증이 조금 나았음.

한달 남짓

곪아가면서 먹고 자는 것을 전혀 못하고 밤낮으로 고

통스러워함. 두 번 종기를 터뜨리느라고 원기가 많이

상해서 지치고 몹시 허해짐.

11월 19일

아픈 증세가 있고 얼굴이 변함. 입맛이 전혀 없고 기

운이 완전히 허해서 자는 중에도 식은땀을 흘리고 잠

깐만 움직이는 중에도 허한 땀이 물같이 흐르고 계속

기운을 차리지 못함. 원기가 크게 상하고 비위가 잠겼

음. 구토증 심히 먹기 거슬러하여 회복할 기약이 없

음.

12월 즈음

조금 좋은 상태 됨. 잘 때면 식은땀 그치지 않고 발열

과 오한증세 보임. 한기와 열이 번갈아 드는 증세가

진정된 뒤로 기운 수습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못하니 근위 가볍지 않음.

기유년

(1789)

봄, 여름
회복하지 못함. 살이 빠지고 얼굴에 병색이 가시지 않

음.

연말까지
식은땀, 허한 땀이 흐르고 원기가 부실해 안색에 윤택

한 빛이 없음. 특별히 다른 질병은 없음.

경술년

(1790)

9월부터
심한 기침. 입맛 잃음. 기가 약해서 더욱 추운 것을

참지 못함.
10월 추위 고통 겪게 됨.

11월

소화시키지 못함. 문득 체하여 설사하게 되됨. 설사가

대단하지 않고 체한 것도 그다지 뚜렷하지 않음. 설사

가 낫지도 않고 또 더한 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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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얼굴빛이 많아 나빠졌으나 그리 대단치 않음. 몸의 기

력이 적이 좋지 못함.

11월 24일

식사 잘 못함. 기운이 없어서 추스르는 것을 어렵게

여김. 설사는 매일 수삼 차례. 밤낮으로 추위를 참지

못함.

12월 보름

무렵

특별한 질병이나 아픈 증세가 없음. 여러 차례 설사와

간간이 복통 있음. 모습 초췌하고 몸 마르며 기운 없

음. 손발 늘 차고 몸이 추위로 움츠러졌으나 매일 아

침밥 때면 얼굴에 기운이 올라 상기되어서는 한낮까

지 그대로 감.

신해년

(1791)

1791년 초

즈음

설사와 입맛은 그대로임. 몸의 기운 잠깐 나아지는

듯.

1월 초
얼굴 점점 변하고 피부가 꺼칠하기가 나날이 심해져

감.
1월 3일 병이 근위 가볍지 않고 심히 지쳤음.

1월 보름날

부터

식사 아주 조금밖에 못함. 설사 더하여 횟수가 잦고

복통이 심함. 체한 것인지 설사인지 이미 조리를 잘

못하던 차라 더욱 심함.

1월 20일

무렵

의원에 따라 냉체(冷滯)로 난 것이라며 위태함이 십

중 팔임.
1월 22일부

터
조금도 트이는 것 없고 설사 횟수 줄지 않음.

2월 4일 기운이 지치고 근위가 가볍지 않음.
2월 5일~6

일
양기 몹시 부족하며 몸이 차고 체하였음.

2월 7일
설사 더 잦고 더 심함. 변이 물기 많음. 해로운 기미

보임.

2월 9일

설사 더함. 마른 모습에 병색이 더욱 초췌함. 입맛도

더욱 없어짐. 입 안에 침이 마르고 목과 코 부근이 타

는 듯함.

2월 10일
기운 혼미하게 가라앉아 차리지 못함. 음식 전혀 들지

못함.
2월 11일 기운을 수습할 만큼 나았음. 출입 시작함.

2월 11일

이후

음식 나날이 못 들고 몸 늘 차서 움츠러듦. 설사 하루

에 서너 차례. 기운이 나른함. 계속 눈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음. 기침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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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

터

환약 복용으로 설사 더하고 구역질을 했음. 점점 기운

은 없어지고 자시지 못하며 설사 횟수는 네다섯 번임.

병의 근심이 심상치 않고 약은 쓸 때마다 해가 났음.

기운 약함. 의원들이 병의 증세를 살펴도 자세히 알아

내지 못함.
2월 26일까

지
날로 병색이 짙어감.

2월 28일부

터

멀리 걸어갈 수 없어 그릇을 놓고 방에서 뒤를 봄. 구

역질 날로 심함. 토로 토하고 복통이 더욱 심해짐.

3월 8~9일
병이 근위가 심상치 않고 몸이 마르고 수척한 가운데

팔다리와 장딴지가 다 말라서 아마도 말질임.

3월 10일

새벽~아침

위중함. 한 말과 적가도 그만두고 초조해함. 자리에서

걷지 못하고 시모에게 몸을 의지해 뒤를 보고 있었음.

3월 초부터

몸 관리 못하고 속옷만 입음. 요양길에 어지러운 듯

함. 복통 줄고 구역질도 없으며 설사 횟수도 잠깐 덜

었음. 증세 덜하고 든든해함. 더운 음식 못 먹음. 해소

와 체증 주된 중상임. 설사 낮에 대여선 번, 밤에 한

번쯤. 뒷간 출입은 방안에 마룻방이 있어서 그릇을 놓

고 걸어 오가며 뒤를 봄.
3월 8일까

지

병세 한결같이 그만함. 해소로 인해 잠을 길게 자지

못함.
3월 8일부

터
해소 낫지 않고 설사 횟수가 한두 번 더 늘었음.

3월 10일
증세가 심해짐. 초순까지 그만하여 냉뒤같이 각색 빛

으로 윤지게 보았는데 그다지 설사하지 않음.

3월 11일부

터

기운 수습하기 어렵게 가라않았으나 줄어들 거라던

횟수 도리어 잦음. 밤에도 뒤를 보고 입맛이 더 없어

졌음.

3월 13일

증세 더해짐. 약으로 인해 횟수가 잦아짐, 아주 설사

가 되어 적백의 설사 섞어서 봄. 복통과 후증 생기고

기운이 빠져 걸어서 뒤를 볼 수 없음.

3월 14일부

터

사람에게 의지하여 뒤를 봄. 때때로 자시지 못함. 입

맛 떨어져 식자 시작 몹시 어려움. 실로 기운을 붙들

것이 없음. 횟수 잦고 복통이 매우 심함. 후증 극하고

구역 심함. 나쁜 증세와 힘이 점점 줄어드는 징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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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나타났음.

3월 15일

밤부터

요강 위에 않을 수가 없어 누워서 뒤를 봄. 정신 또렷

해서 축축하고 갑갑하여 큰 근심거리임. 몸이 파리하

며 얼굴이 말라 형해뿐, 온몸이 상하고 수척해져서 뼈

와 가죽뿐. 혈육이 엉긴 곳 없고 살이 다 빠져서 두터

운 이부자리에서도 몸과 머리가 배겨 찌르듯 아파함.

움직일 때 아픔 견디지 못함. 병증과 지친 것이 몹시

위도해보임. 횟수 점점 더해 낮에 열대여섯 번, 밤에

일곱, 여덟 번.
3월 보름

지나서

갑자기 오른손 부음. 과연 왼손은 예사롭고 두 발이

괜찮음.

3월 20일

새벽

혼침하기 어느 정도 수습해서 간신히 눈을 뜨고 정신

이 잠깐 돌아옴. 손이 과연 나아서 두 손이 같아졌음.

3월 20일

날이 낮은

뒤

도로 기운이 전보다 못해서 혼침함. 식사 때 경우 안

기어 자시고 오래 머리를 들지 못해 겨우 마신 뒤에

는 즉시 누웠음.

기운수습 못하고 힘들게 붙듦. 움직이는 것에 더 지치

고 너무 아파함. 식사하시 싫어함.

3월 21일
누워 있어 움직임이 편안해졌으나 더 체해서 식사 거

의 안 함.

3월 22일
식사 적게 하거나 안 함. 혼침한 기색과 설사 횟수가

더해짐.

3월 23일
혼침한 중이나 안으로 정신은 말짱함. 집 돌아가기에

그 기운과 모습으로 극히 어려움.

3월 24일

집에 돌아가기 몹시 어려울 만큼 병세는 짙음. 병세

실로 위독하여 하릴없음. 실로 잠깐도 움직일 수가 없

음.

3월 26일

허하고 냉한데 체한 것이 중초에 뭉쳐 있음. 의원에

따라 맥이 많이 낫고 없던 양맥 하나가 났음. 눈을 뜨

고 정신도 잠깐 맑은 듯함. 기운이 마찬가지라 함. 설

사 횟수가 적이 드물고 잠을 이윽이 주무심.
3월 26일

밤

수월하게 지내고 설사 횟수 퍽 줄고 후중한 복통 적

이 줄었음.
3월 26일

날이 밝은

식사 괴로워하지 않고 꽤 잘 함. 실로 증세가 눈에 띄

게 나아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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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의 치유행위

뒤 늦은 조

반 때까지
3월 26일

낮은 식후

부터

심히 숨이 차고 가빠져 마지막 흉한 기운을 차마 미

루지 못함.

3월 26일

새벽

정신을 차려 또렷하고, 눈을 분명히 뜨고 지각은 분명

하나 얼굴에 시색이 표표하고 두 눈에 정기가 아주

없음. 호흡 턱밑에서만 밭고 빨랐음. 괴이한 식은땀

많이 흘림.
3월 26일

밤중
남편의 죽음

날짜 의원 처방/의약 치료법 효험

1790 .11보

름

- - 육즙

복용 시간 짧아서

효험이 있는지 불

확실.

시어른으로 양즙

복용의 중지

- -

자웅고를 양과 해삼을

넣어 쌍계고를 여러

차례 해와서 올림

-

1791.1.3. -
육미원

(六味元)

환(丸)은 느려서 탕

(湯)으로 한 제 열다

섯 첩을 지어다 보냄

몸 상태 심해짐

1791.1.20

박 중

윤

의원

-

황차 서 돈, 민강 한

냥씩 넣어 한 첩이 되

게 해서 열 첩만 씀

조금도 트이는 것

이 없음

사신환

(四神丸)

설사가 괜찮아지면 복

용
-

1791.1.22.

부터
-

강다탕

(薑茶湯)

생강과 황차를 넣은

강다탕을 여섯 첩 씀.

환차가 많으면 너

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섯 첩

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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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미탕 여섯 첩 썼음
체해서 여섯 첩 뒤

에 쓰지 못함

1791.1.5~6
의원

유생

가감건리

탕

(加減建理

湯)

열 첩만 인삼 오 푼씩

을 넣어 하루에 두 번

복용 - 결국 인삼 없

이 복용

다섯 첩까지 쓰다

가 약효 보지 못하

고 설사 심해짐 →

복용 중지

1791.2.10.
박 의

원

처방 못

내림
- -

1791.2.11. - -

대추미음을 쑤었고,

생강즙을 탔음. 닭곰

국과 양즙도 만들어

주었음

효험이 없음

1791.2.12.

의원

정생

소적이기

환

(消積利氣

丸)

-

새 약은 어름 같은

냉제라 소홀히 쓰

지 못함

김 익

신

의원

-
환(丸)으로 된 것을

물에 개어 자심

설사 더하고 구역

질함

정 의

원
홍합 미음

닭곰국과 대추 미음,

생강즙이 해로우니 중

지시킴

홍합 미음 먹지 못

함. 양즙만 씀

1791.2.20.

김 익

신

의원

약명을 적

어내지 못

함

- -

1791.2.26.~

27

박 종

윤, 김

익 신

의원

팔미탕

(八味湯)

약 복용 시작. 아집저

녁밥 사이에 흰미음

양즙

효험이 없어 질병

이 심해짐

1791.3초 -

양즙. 팔

미탕. 죽

과 미음.

하침저녁으로 밥을 묽

게 끓인 것과 하루 한

번 양즙이고, 식전에

는 새벽에 약 자시고

내린 뒤 흰 죽을 자시

고 하루 네다섯 번 이

팔미탕 효험이 없

어 쓴 지 오래 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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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넘지 못함.

1791.3.8. 의원
맥문동

(麥門冬)

맥문동이란 약재 하나

를 팔미탕에 더 넣어

썼음

맥문동 효험이 없

어 병세 심해짐

1791.3.10.
신가

의원

반총산

(蟠葱散)

반총산이란 약명을 내

고 하루에 두 번씩 먹

는 것으로 열 첩을 쓰

라고 함

팔미탕 끊음

1791.3.11.

부터

하루에 두 번 일곱 첩

까지 씀

효험 없어 반총산

끊음

1791.3.14 .

부터
-

계 당 주 ,

오미자국,

양즙

- -

1791.3.15부

터

이 태

만

의원

조중익기

탕

약명을 내고 삼(參)을

넣어 쓰라고 함.

효험이 없어 끊음.

증세 심해짐

박가

의원

보중익기

탕

(補中益氣

湯)

보중익기탕인지 무슨

약에 인삼을 넣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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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illness narrative in

Jagi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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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llness

narrative in Jagirok (<자기록>), an autobiographical text written in

the late 18th century by a yangban woman Lady Cho of Pungyang

(풍양 조씨). The study focuses on two most important events in her

life - the illness and death of her mother and husband. By doing so,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tients'

and caregivers' voices as well as providing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medical situation in the Late Joseon.

The first chapter outlin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and

organized and introduced all prior research of Jagirok. The second

chapter focused on defining the interdisciplinary field of medicine and

literature. The study organized the research done in this fiel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illness and

illness narrative that primarily focuses on providing an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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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eling, emotions and overall experience of the ill person. Second,

the study of narrative through analyzing the patient-doctor

relationships as seen in the hospital environment. Third, the narrative

approach to analyzing medical ethics that includ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such fields as philosophy, medical ethics, sociology etc.

This study primarily focused on defining illness narrative,

introducing all major research and providing understanding of the

four primary illness narrative categories: 1) patient stories, 2)

physicians' stories, 3) narratives about physician-patient encounters

and 4) metanarratives. The study thus focused on providing a general

understanding of illness narrative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Illness narrative was defined as a story of the patient that talks

about the overall process of getting ill, living through and with

illness, treatments undertaken in the process, all the complications and

periods of alleviation, expression of various emotions towards the

illness itself and people around, as well as economic and/or social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The third chapter focused on pointing out all the aspects of illness

narrative in Jagirok. After outlining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ext

in the first subchapter, the study pinpointed two main illness

narratives - the author's mother and husband's narratives - and

analyzed the beginning, progress and result of their illness. Each

narrative was divided into five subcategories: the cause of illness, the

general process of illness, the change of the patients body through

illness, the treatment of illness, alternative treatment methods and

patient-family relationships.

The study showed that even though the cause and the overall

process of illness in both mother and husband's narratives were

strikingly different, they both had the same outcome - dea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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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lso showed that the illness had a great impact on the daily

life of patients, limiting their daily activities or even making them

impossible to lead the same life they had before the illness. For

example, the author's husband was an avid reader and devoted a lot

of his time to studying for the state examination. However, the his

illness progressed at such a pace that made him unable to study and

he was left lying in his bed emotionless and inactive.

The study has also analysed various treatment measures in both

narratives. In case of the husband's narrative, the text has a

thorough record of all the doctors that visited the patient, all the

main treatments prescribed, their effectiveness as well as side effects,

the daily intake and even the willingness of the patient to take a

certain medicine or eat certain food.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all

the medicine used both in treatments of mother and husband's

illnesses proved to be ineffective, thus leading the illness to its

ultimate outcome - death. Several complications were pointed out in

connection with illness treatment - economical disadvantage and

disagreement between the family members.

The study then proceeded to point out various alternative

treatments used both during mother and husband's - using one's

healthy relatives blood to mix with the patient's, going to various

fortune-tellers, praying to gods, using music therapy to alleviate

emotional pain, or even moving the patient to another place in hopes

that the change of scene might improve the patient's wellbeing. The

study has found that neither of these treatments proved useful or

helped alleviate the harsh symptoms.

The third chapter has also pointed out the main emotions in

Jagirok illness narrative. As the text was written not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but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it is ful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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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ness, grief and longing, especially for her lost mother. The study

has also showed that the husband's narrative is especially full of

fondness and thankfulness towards the author's family - her father

and elder sister. Author mother's illness narrative, on the contrary,

depicts little to no emotions regarding the illness, just the mother's

earnest love towards father.

The fourth chapter analysed the significance of the author, mother

and husband's voices. First, the study pointed out that the main

reason for writing down this autobiographical text was to express her

sorrows and grief on paper as well as let others know about her

tragic experience. The study thus concluded that Jagirok as a

narrative is a type of testimony to the author's grief. Then, the

study talked about the author's lamentation that is clearly visible

throughout the whole text. In addition, the study pointed out that the

text also served as a source of venting one's anger towards the

husband's family and their mistreatment of their son's illness. The

chapter also showed that the death of the husband became a point in

the author's biographical disruption as she became unable to continue

her role as wife and perform her role as a mother.

The second subchapter pointed out the lack of the patients' voices

in the text. The author mother's grief or difficulties encountered

during the illness are not described trough her own words but

through author's lamentations. The mother's voice continuously

expresses the only worry - the earnest desire to give birth to a son.

The husband's grief and difficulties are overshadowed by his

continuous belief that he will soon become better and get back to his

usual daily routine of a schola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can be concluded

that Jagirok is a biographical narrative about illness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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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iographical narrative about the author's life. A further

comparative research is necessary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woman in medicine and the patient's illness

experience in Late Choseon.

Keywords: J agirok, illness narrative, medicine and literature,

pathography, medical records, illness

Student number: 2015-23276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사검토 및 연구방법

	II. 서사의학과 질병서사
	1. 서사의학 연구의 동향
	2. 질병서사의 개념과 유형

	III.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양상
	1. <자기록>의 서사 구성
	2. 질병서사의 양상

	IV.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의미
	1. 질병 간접체험자로서의 의미
	2. 질병 체험자의 소외된 목소리

	V.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영문초록[Abstract]


<startpage>7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검토 및 연구방법 2
II. 서사의학과 질병서사 9
  1. 서사의학 연구의 동향 9
  2. 질병서사의 개념과 유형 18
III.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양상 25
  1. <자기록>의 서사 구성 25
  2. 질병서사의 양상 28
IV. <자기록>에 나타난 질병서사의 의미 54
  1. 질병 간접체험자로서의 의미 54
  2. 질병 체험자의 소외된 목소리 64
V. 결론 68
* 참고문헌 71
* 부록 75
* 영문초록[Abstract] 8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