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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 서사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자신의 만성통증과 아픈 나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만성통증을 지닌 몸에 건강, 질병, 연령, 계급,
젠더, 환자됨과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와 아픈 몸에 대한 어떠한 낙
인과 곤경을 만들어내는지와, 이들의 대응과 실천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
였다.
먼저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 경험과 의미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검토하였
다.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비가시적이며 불가해하고 예측불가능하며 통제불
가능한 것이라 이야기된다. 질병서사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만성통증을
지닌 나와 나의 삶에 대해 설명하기로 수렴된다. 불가해한 통증, 그러한 통증을
지닌 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곤경의 핵심
으로 이야기된다. 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기는 몸을 매개로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라는 세계 속 존재의 문제이다. 이들은 아픈 자신에 대해 이야
기할 때 몸을 괄호 친 채 자신을 향한 낙인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기 시
작한다. 이들은 통증을 지닌 몸, 그리고 그 몸에 투영된 사회적 인식, 도덕적 특
성과 결합된 낙인들에 저항하며 한국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조건들을
성찰한다. 건강관리의 개인적 책임만이 강조되는 사회, 건강한 성인 남성이 표
준이 된 사회,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아픈 이들을 배제하
는 사회가 오히려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다채로운 비유의 언어들을 찾아낸다. “이따이
이따이”는 통증을 표현할 언어가 없기에 자기 몸의 아픔을 타인에게 전하지 못
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라는 비유이다. “귀신이 잡아당기는”은 아픈 감각을
표현하는 언어로 담아내지지 않는 격렬한 통증의 강도와 느낌을 나타내며, 때로
는 통증의 불가해함을 영적 초월적 존재로 설명하는 비유이다. 만성성을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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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증을 “싸우고 극복해야 할” 존재에서 “일생 떨치기 힘든 친구”, “절교하고
픈 친구”라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만
성통증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통증을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
으로 바라보기보다,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인식하려 하는 개
인적 협상이다. “업보”는 통증을 지닌 몸을 이해하기보다 체념하며 수용하는 방
식을 보여준다. 서구 사회에서 투병 과정에 대해 “순례”라 비유하는 것과 달리
“업보”는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아픔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표현
이다. 기독교 윤리 속에서 순례는 고행 속 진리와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
면, 업보는 스스로의 잘못과 과오로 짊어진 고행을 의미한다. “영광의 상처”라
는 비유는 고통의 원인에 긍정적 자기 평가를 덧붙여, 통증을 수용하는 방식이
다. 이는 몸의 일부가 무리가 갈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자신을 치하하는 표현이
다. 이 비유들은 단지 신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 통증을 지닌 몸의 체현에 관한
자기 이해를 만들어가는 분투이자 불가해한 통증과 나의 삶을 타인에게 설명하
고 전달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질병서사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는 인정, 치료, 적응이다. 인정
의 서사는 불가해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성통증의 비가시
성과 불가해함, 공유불가능성으로 인해 겪는 곤경과 외로움이 주된 내용이다.
인정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자신의 만성통증을 방어하는 자아이다. 이러한 방
어는 여성의 통증과 말을 믿지 않는 사회와 관련된다. 주로 통증이 악화되어 가
족에게 의존한 채 지내왔던 여성들이 사용하는 서사로, 이들 여성의 가족 내 취
약성이 드러난다.
치료의 서사는 계속된 치료에도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치료의
불확실성으로 병원 정보를 모으고 치료를 받으며 더 나은 치료를 찾아다니는
경험이 이야기의 중심 플롯이지만, 결론은 완치되지 않은 채 만성통증을 지닌
채 살아가는 나로 마무리된다. 치료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자신의 만성통증을
투병하는 자아이다. 자신이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고 어떤 부당함을 당했는
지 주로 남성이 구성하는 서사이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으로

- ii -

통증에 대한 본인의 노동경험으로 설명을 찾을 수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
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한다.
조정의 서사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협상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성통
증은 인습적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였고, 사회적 역할과 기대
에 대한 자아의 협상이 만성통증 치료와 관리법으로 제시된다. 조정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자신의 만성통증을 성찰하는 자아이다. 성찰하는 자아는 변화하
는 육체 능력과 사회적 의무와 끊임없이 협상하며, 나아가 건강, 젠더의 정상성
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실천들과 압력들에 대해 질문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여성과 남성은 자신의 질병을 향한 젠더화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이야기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측정불가능성은 고통에 대
한 의심을 낳는다. 여성들의 질병서사에서는 “꾀병”이라는 만성통증에 대한 불
신과 “까탈”이라는 심리적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부당함에 대한 경험이 두드러
진다.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사회적 낙인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데, 남성들
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은 친구여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한다. 남성들의 만성통증 숨기기는 “끈기 없는” 남성이라는 낙인과 통증
의 비가시성으로 “엄살”이라는 여겨지는 낙인 때문이다. 이는 만성통증과 질병
으로 이들의 남성성을 주변화되기 때문이다. 남녀의 건강기대마저 젠더화되어
있기에,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젠더화된 낙인을 경험한다. 아픈 남성과 아픈
여성이 직면한 사회적 기대 그로 인한 사회적 고통은 젠더화되어 있으며, 이 경
험에는 계급, 젠더, 연령, 인종이 교차한다.
이들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변화하는 신체 능력과 사회적 의무 사이 자구책
과 자기 협상을 마련한다.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가족과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재편하는 과정을 담는다. 여성들은 딸, 아내, 엄마, 며
느리라는 역할 기대는 자신의 몸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야기되는 가운데,
어린자녀를 둔 여성들은 “아픈 엄마”로서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표
현한다. 20-30대 여성들은 만성통증으로 순종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
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가족 내 젠더화된 역할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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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하고 조정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만성통증 관리로 명명하기도 한
다.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아픈 남성에게 요구되는 젠더화된 기대, 특히 신체
적 강인함에 근거한 헤게모니 남성성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저항한다.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곤경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자기 통제를 실
현하는 남성적 자아를 상연하기도 한다.
질병서사 속 만성통증은 직업병으로 해석되지만, 일터에서는 숨겨야 하며 건
강한 몸인 양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의 속도와 업무량을 맞춰야 하는 곤경이 이
야기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통제 불가능성으로 이를 맞출 수 없을 때, 헌
신성과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노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개인화
된 대응과 전략을 취하고, 이는 제한적이며 사회적으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다. 이들은 만성통증이 만들어낸 실존의 위기 속에서 몸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삶의 매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는 아픈 나에 대한 이해와 정당화, 그리고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고투를 담는다. 삶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
정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에게 내려진 도덕적 잣대가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간다. ‘완벽한 건강’을 정상성으로 여기는 사회,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
상’에 대해 질문한다. 이들의 서사전략은 자책과 신세타령에서 나아가 만성통증
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곤경을 드러내며 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몸
에 대한 젠더화된 기준과 기대를 지적한다.
본 논문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 속 만성통증 경험과 자아의 협
상을 분석하며 질병, 연령, 계급, 인종, 젠더 등이 어떻게 상호교차 되는지 살펴
보며, 이들의 질병 체험과 말하기 실천을 둘러싼 젠더 동학을 규명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실천적 의의는 우선, 질병 경험의 말하기/듣기를 통해 이들의
유한한 몸 경험 속 사회적 고통이 무엇이며 어떤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한가
를 포착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실천적 의의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생애
사 인터뷰 과정에서 질병서사의 치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
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 서사를 연구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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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지닌 이들의 삶과 사회적 고통에 주목하는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질
환의 다양한 종류, 발병 나이, 중증도뿐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가족상황, 직
업, 섹슈얼리티, 지역 등에 따라 이들의 질병 경험과 사회적 고통, 낙인이 어떻
게 교차하는지 세밀하게 탐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주요어: 질병 서사, 만성 통증, 서사 분석, 젠더, 남성성, 교차성
학 번: 2012-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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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절

서론

문제제기

이 연구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질병
서사를 다룬다. 여기서 만성통증이란 의학적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언제부터인
가 아프기 시작해서 잘 낫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신체적
증상으로서의 통증을 말한다.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예
측불가능하게 찾아와 사람을 괴롭히는 몸의 아픔, 이런 종류의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이들의 질병 서사에는 ‘아픈 나’와 아픈 몸으로 살아가
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이 담겨 있다. 이들의 삶이 착근된 세상
은 정상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젠더가 작동하는 사회이다. 이런 세상에서 여성
환자로서 또는 남성 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을 어떻
게 의미화할까. 이들의 젠더화된 경험과 주체성의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을
까.
만성통증은 여러 나라에서 주요한 공중보건 의제로 다루어진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민건강 및 질환조사에 만성통증 항목을 포
함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0.4%인 5천 만 명가량이 만성통증을 앓으며 8%
는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만성통증으로 인한 의료
비 지출과 생산성 저하 비용은 연간 약 5천 6백 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심장
질환, 당뇨, 암보다 더 높은 액수이다(CDC, 2018).1)
한국에서도 만성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많다. 대한통증의학회가 2011

1)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16년 3월 18
일 국가 통증관리 전략(National Pain Strategy)이라는 연방 정부의 국민 만성통증의 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와
NHIS(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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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실시한 만성통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성통증환자는 성인 인구의 약 10%
에 해당하는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한통증의학회, 2011). ‘통증’
으로 뭉뚱그려 한 전국 조사는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인구만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2) 노년기에 통증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2015년 보건복지
부의 “한국 여성의 우울증과 만성통증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년기 통증 유병
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으며 한국 여성노인과 한국 남성노인 간
의 유병률의 젠더 격차도 20% 이상이라고 한다(정최경희, 2015: 449-454). 이 조
사를 제외하면, 만성통증에 대한 국가 통계는 거의 없다. 문제는 젊은 통증 환자
들이 통계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한 의료전문기자는 최근 20~30
대뿐 아니라 10대까지 다양한 통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 말한다(매일경제뉴스, 2015). 한 인류학자는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통증클리
닉과 ‘통증에 효과적인 운동과 마사지’라는 간판과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며
통증이 한국의 “풍토병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김관욱, 2018)”고 지적한다.3) 그러
나 국내 보건의료 정책과 연구는 만성통증을 주요한 건강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만성통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만성통증을 지
닌 이들이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 제일 낮은 곳에(McQuay, 2008)” 놓이
게 되여 그 결과 이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게 된다.
만성통증이라는 질환의 특징은 아픈 이들의 경험을 의학적 관점뿐 아니라 철
학적․사회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만성통증은 진단명도 다양
하고 치료법과 관리법 역시 다양하기에 경합하는 질병(contested illness)4)이다.
2) 만성통증 혹은 통증에 대한 국내조사는 2008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 고령화연구 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이다. 노인실태조사는 60세 이상, 고령화 패널 연구 역시 만 45세 이상
이 그 대상이며, 국민영양조사 역시 40-50세 이상이 그 조사대상이었다.
3) 이른바 ‘통증의원’의 증가는 개폐원 의원수와 월평균요양급여비 통계로도 알 수 있다.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2016년 의원급 주요 과목별 개폐업 수”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마취통증의학와 정형외과의 성장이 뚜렷이 보고된다. 월평균 요양급여비는 안과를
제외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다른 전문과목보다 높다(메
디컬타임즈, 2017.3.14.).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병원에서 이른바 ‘통증 의원’의 성장은 통
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4) 경합하는 질병(contested illness)은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준의 신뢰성으로 인해, 과학자,
의료전문가, 비전문가(laypeople)와 같은 개인들을 포함하여 다수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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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은 질환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5) 때로는 기저질환으
로 진단되기도 한다. 예측불가능한 통증이 오래간 지속되고 찾아와 명확한 치료
법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합하는 질병인 것이다. 경합하는 질
병을 지닌 이들은 일관된 진단명과 그에 따른 동일한 치료법을 구할 수 없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경합하는 질병은 통증 그 자체라는 질병의 문제뿐 아
니라 그 사람의 존재론적 문제로 부상한다. 각 개인 주체들이 다양한 내적 외적
경험을 하며, 이런 경험은 의학 담론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환자는 살아있는 몸
의 체험을 통해 질병을 경험하지만, 의과학 연구는 몸의 경험을 분절된 수치들
로 측정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직면하는 매일 자신의 몸의 경험과 나의
의식에 대한 질문들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자원이면서 동시에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들이다. 메를로-퐁티의 철학에 기반을 둔 현상학적 연구
들은 이처럼 의학의 언어로 잘 포섭되지 않는 모호성과 역설로 가득찬 복잡한
경험으로 만성통증을 주목해 왔다(Kleinman et als, 1992; Leder, 1990;
Kugelmann, 1999; Haro, 2012; Newton et als, 2013; Geniusas, 2014; Svenaeus,
2014; Svenaeus, 2015; Leder, 2016). 이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고통의
존재론적 맥락에서 통증을 경험하는가를 탐구한다.6)
경쟁한다는 점을 표현하는 용어이다(Swoboda, 2004: 234). 경합하는 질병은 질환의 성격과
원인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간주된다.
5) 만성통증은 때로는 의료진에 의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증상(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MUS)라는 용어는 “인체
기관의 기준이 식별되지 않은 증상을 지닌 환자들을 포함하는 ‘라벨(label)’(Nettleton, 2006:
1167)”이다. 이러한 용어는 질병의 기원이 신체 내부 공간에 위치하며 생의학과 임상의학
의 기초를 이루는 병리학적 개념틀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학자 파슨스(Parsons)는 1951년
환자 역할sick rol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권위를 지닌 의사의 의학적 진단은 한 사람이
지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해 주며 때로는 정당화해준다. 아픈 이들은 의료 행
위를 통해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을
지닌 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의 경험을 다룬 사회과학 연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과 통증을 지닌 이들의 “불확실성과 살기, 정당화의 이슈들 그리고 통증과 고통
의 심리적 설명에 저항(ibid: 1168-1170)”을 다룬다.
6) 레더(Leder, 2016)는 30년간 발표된 통증에 대한 임상적 사회학적 연구들을 현상학적 관점
에서 살펴보며, 만성통증의 아홉 가지 역설을 다룬다. 첫째 통증의 역설은 감각sensation과
해석interpretation, 둘째, 확실성certain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셋째, 현재the present와 예측
the projective, 넷째, 항상 변화하는ever-changing과 결코 변하지 않는never-changing,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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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 화자가 아픈 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질병서사는 일관된 해석과 주장이 있는 완결된 형태의
이야기이다. 경합하는 질병이기에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은
오로지 그들의 몫이다. “젊을 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은 젊음
과 통증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여기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통증에
대한 대중적 몰이해는 만성통증을 지닌 성인들에게 또 다른 곤경으로 작동한다.
특히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은 이들이 아픈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삶의 전략을 고안하게 만든다. 그래
서 이 연구는 만성통증 경험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질병 서사를 선택하고자 한
다. 이는 질병에 대한 생의학 담론이 주도하는 현실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앎과 해석의 주체로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젠더화된 질병 경험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견지하
고자 한다. 첫째, 만성통증이 사회적 활동과 매일의 삶에서 참여 능력을 제약하
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족 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조정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도덕적 낙인이나 수치와 비난이 어떻게 아픈 이
들의 남성성과 여성성과 결합하는지를 볼 것이다. 이는 젠더 관점의 많은 연구
들이 주목한 지점이기도 하다(Finkler, 1994; Honkasalo, 2001; Lillank, 2003;
Riessman, 2003; Garland-Thomson, 2007; Katz et als, 2010; Connell, 2012; Pelaez–
Ballestas, 2013; Ahlsen et als, 2014; Ahlvik–Harju, 2016; Gremyr, 2018).
여성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만성통증 경험을 다룬 연구는 드물고,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
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자신의 만성통증과 삶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20대에서 50대 후반에 이르는 넓은 연령대의 남녀 성인의 만성통증 질
신체body와 마음mind, 여섯째, 자아self와 타자other, 일곱째, 여기here와 어느 곳에나
everywhere, 여덟째, 통제 가능한in-control과 통제 밖의out-of-control, 아홉째, 생산적인
productive과 파괴적인destructive이다(Leder, 2016). 이처럼 만성통증이 제기하는 역설들은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 문제이면서 만성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다. 본 연구는 신체 통증을 현상학적 경험 그 자체로 보며, 인간 경험의
해석과 정체성 형성, 그 과정 속의 몸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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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사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 맥락 속에서 착근되어 있는 이들의 삶을 조명한
다. 질병, 환자됨, 연령, 계급, 젠더가 교차하며 아픈 몸에 대한 어떠한 낙인과
곤경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실천이 지닌 사회적 함의를 드러내
고자 한다.

2절

연구 과제

이 연구는 만성통증을 지닌 한국 성인의 질병서사를 분석한다. 만성통증을 지
닌 사람들이 자신의 만성통증과 아픈 나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가에 주목하여, 질병 경험, 자아와 치유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해석을 밝히
고자 한다. 이들의 통증 경험을 통해 주체들의 대응과 실천이 가지는 사회적 의
미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질병서사 속에서 통증이 어떠한 경험으로
구성되고, 전시되며, 그것이 어떠한 지역적․문화적 맥락에 의존하는가를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증을 겪으면서 사는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의미화하는
방식을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만성통증이란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몸의 아픔이다.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1986)에 따르면, 통증의 의학적 정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 또는
그러한 손상의 견지에서 기술되는 불쾌한 감각 및 정서적 경험”이다. 하지만
‘만성’ 통증을 정의하는 기간, 강도/중증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생의학
(biomedicine)7)에서 “만성”은 “급성”이 아닌 것에 대응하여 정의되는 용어이다.
급성 질환은 치료할 수 있으며 생의학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지만, 만성 질환은

7) 한국 보건의료 전문가 영역에서 법적․정치적․제도적 권위를 얻은 의학적 실천은 흔히 의학
과 한의학으로 명명된다. 이러한 명명은 의학은 서구의학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통의학을
한의학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전문가 영역의 의료적 실천
을 한의학과 생의학(biomedicine)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생의학은 “생명과학(bio-science),
생명공학(bio-technology)과의 접목이 두드러진 지금 서양의학의 특징(김태우, 2016: 199)”
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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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할 수 없으며 생의학의 신뢰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Honkasalo, 2001).
따라서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성통증의 개념을
의학적 용어로만 한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생의학의 질병, 건강, 마음
과 신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몸의 고통을 이해하고 묘사하는 방식, 원인과 영
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만성’을 6개월 이
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시간’의 개념으로만 한정하고, ‘통증’을 원인과 양상이
어떻든 불쾌하고 불편한 감각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의 질병서사를 분석한다. 이 서사들이 담고 있
는 경험은 무엇인가. 이들은 자신의 질병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들은
만성통증을, 그리고 만성통증을 지닌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만성통증은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고, 따라서 자가보고 이외의 수단으로는 포착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만성통증의 특성은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한다. 이것이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 스스로 구성하는 자기 서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들 각각에게 만성
통증 경험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경우 질병서사에서 말해지는 질
병 ‘경험’은 ‘증상 이야기’와 ‘치료법 이야기’와 같지 않다. 이 서사 속에는 화자
가 자신의 몸이 병리적인 것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타인에게 설명하며 살아온
경험, 즉 자기 정체성 구성과 관련한 총체적 경험이 담겨있다.
둘째, 이들의 질병서사 속에서 건강, 질병, 젠더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기
대를 분석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기대는 무엇이며, 이
러한 기대 중 무엇이 문제라 이야기하는가? 아픈 여성/남성으로 살아가기를 어
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된다
고 느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사람들이 심리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기대들과 그 기대들에 어긋났
을 때 주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담겨있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어떤 사회
적 기대가 있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이 기대로 어떤 사회적 곤경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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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사를 통해 만성통증을 지닌 몸에 부여된
건강, 연령, 젠더와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셋째, 갈등과 곤경들에도 불구하고,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구사하는 자구책과 자기협상을 밝힌다. 질병 서사에 드러나는
아픈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건강한 신체(able-body)를 기준으
로 구성된 사회에서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 고군분투
해야 한다. 곤경과 갈등에도 삶을 지속해야 하기에, 이들은 아픈 나로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모색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불예측성은 이들이 자신
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게 만든다. 만성통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구책과 자기협상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질병서사 속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행하는 분투와 협상의
의미를 분석한다.
넷째,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서사를 구성하는 서사전략을 밝
힌다. 여러 질병 서사를 연구함으로써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유형화하여 그 서사
전략을 밝혀낸다. 화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서사전략에 따라 구성된다. 이들의 서사 전략을 통해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고
투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서사를 구성하는 전략과 원리
는 무엇인가?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
회문화적 변화가 무엇일지를 읽어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질병서사를 통해 건
강 담론과 연령 규범, 환자됨을 포함하는 이론적 틀로 젠더가 유효하고 중요할
수 있을지 규명하고자 한다.

3절

선행 연구 검토

한국에서 만성통증 연구는 주로 유병율, 치료법을 다룬 역학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만성통증을 지닌 개인의 생활 세계 속 경험에 관심을 둔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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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호학 분야의 논문 두 편을 찾을 수 있다(은영, 1994; 허혜경, 1997).8) 본 연
구의 선행연구에 관한 시야를 만성질환을 지닌 개인의 경험과 그 해석에 관한
연구로 넓히면, 질병의 만성성(chronicity)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와
질병서사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1. 질병의 만성성과 자아정체성
만성은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Khronos”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만
성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몸의 고통에 있어 특정 상태가 반복되거나 시간에 따
라 변화하나 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자들은 무엇을 만성질환이라
정의하는지 그 용어의 모호성을 제기한다. 폰세카와 동료들(Fonseca et al, 2016)
은 만성 질환의 “만성”이라는 용어가 “급성(acute) 질환” 혹은 “치료가능
(curable)”하지 않은 질환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만성질환은 서구 사회에서 치
료되지 않은 건강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관리되어야 하지만 치료될 수 없
다고 정의되는 질병(Heurtin-Roberts et al, 1993: 281)”을 뜻한다. 만성질환이라는
질병이 개념화되는 방식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가정을 반영한다. 생의학이 만성
질환을 지속적인 질병 상태라 정의하더라도, 다른 치유 전통에서는 장기간 지속
되는 질병을 다르게 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실천들, 치유법
들이 충돌하곤 한다. 만성질환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만성으로 간주되며 질
병이 개념화되는 과정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이 자신의 노동과 돌봄
8) 이들 연구는 자아를 찾는 노력이 강조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의 아픈 여성들이 가족
내 역할 갈등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감추며 내적 갈등으로 인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
성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환자로서 지지를 받지 못 하여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
며, 이러한 상황은 이들의 통증을 악화시킨다. 은영(1994)은 여성들이 가족 내 돌보는 자
로서만 규정되고 돌봄을 받는 자로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의
문제라 주장한다. 허혜경(1997)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들이 “가정 경제권의 주체를 남편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의 내조를 못 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못 하는, 병원비 쓰는 사
람(1997: 22-23)”이라 내조자이자 집안관리와 양육의 책임자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고한다. 이들 연구는 여성들의 가족 내 지위와 역할 규범이 여성들의 통증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한국 가부장적 문화의 문제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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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지와, 만성질환과 결합된 경제적 문제들을
다룬다.
만성질환이 치료되지 않은 건강 상태를 통칭하는 말이기에, 이로 인한 환자와
치유자의 딜레마는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다. 치료해도 여전히 아프다는 사실은
치료 실패의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 버리(Bury, 1991)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사회과학분야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의 경험 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
한다. 첫째, 만성질환이 시작될 때, 개인이 신체적 자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 정체성의 파괴를 겪게 됨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는 아픈 이들이 만성
질환으로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허가된 행동에서 벗어나 몸의 불확실성에 어떻
게 직면하며, 생애 설계가 강조되는 문화적 압박 속 의미의 위기들을 어떻게 해
석하는가를 다룬다. 둘째,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설명
하고 정당화하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낫기 위해 병원
을 다니며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의료적 설명을 모은다. 그 과정에서 왜 이 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지금인지 스스로 답을 찾아나간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애
전기적 맥락 안에 이러한 의료적 설명을 위치시키는데, 이러한 자신의 질병 해
석은 아픈 자신의 몸과 자아의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을 담는다. 셋째, 만성질환
으로 의료적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치유 정보를 추구
함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아픈 이들은 의료적 불확실성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의
사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동료 환자들과 상호작용은 이들에게 정보뿐
아니라 안심과 근심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만성적으로 아프다는 것과 그 경험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아픈 이들을 치료 대상에서 주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재조명하며 개인의 경험과 협상을 분석한다.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 연구는 만성질환을 지닌 개인의 질병경험과 그 의미
를 탐구하여 왔다. 이들 연구는 개인들이 삶의 붕괴와 자아의 손실을 야기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아와 생의 의미라는 개인적 역사를 재구축하는
가를 다룬다(Charmaz, 1983; Mens-Verhulst et al, 1998; Lillrank, 2003; Åsbring,
2001; Cardillo, 2010; Egeod et al, 2011; Ahlsen et al, 2012). 만성질환은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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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장기간 혹은 평생에 걸친 중요한 사건이다. 만성질환 경험은 시간-기간 개
입으로 개인의 삶의 역사와 현재 지위 그리고 생의 주기와 상호작용한다. 만성
통증 경험자들은 몸과 질병 감각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아의 변화를 느끼는가?
즉 “아픈 존재(being ill)와 나라는 존재(being me) 사이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
게 구성되는가(Monks and Frankenberg, 1995)”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샤마즈
(Charmaz, 1987)는 아픈 사람들이 이전에 가졌던 긍정적 자아 이미지가 더 이상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질병과 그 경험은 개인들의 자존감과 자아 정체
성을 위협하기에 “자아의 손실(loss of self)로 사라지는 자아(diminished
self)(Charmaz, 1987)”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 프라이버시, 가
족 자율성이라는 미국식 강조가 가족에게 과도한 긴장을 주었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기반한 독립, 고된 노동과 개인적 책임성이라는 가치는 아픈 존재를 짐
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의 고통의 핵심
은 자아의 손실이라 주장한다.
잭슨(Jackson, 1994)은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통증을 때로는 객관
화하고 때로는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상황 통제를 시도하기에 이들의 자아를 분
석함에 “주체의 연속성(continuum of subjectness)”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혼카
살로(Honkasalo, 2001)는 자아정체성이 만성통증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는
가 탐구하는 가운데, 잭슨(Jackson, 1994)의 개념을 도입한다. 통증은 세계 속 존
재 모드에서 체현된 경험이며, 신체-자아로 출현하는 통증으로 그들의 주체성은
변형된다. 특히 생의료적 개입은 자아의 중심부에 체현되며, 만성성이라는 상황
은 개인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 자아, 생애, 만성통증이 뒤얽히며 그들
의 정체성에 융합된다. 혼카살로는 잭슨이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의 자아를 ‘주
체의 연속성’에 위치한 개념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만성통증 환자의 정체성은
모호성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통증을 지닌 자아와 조화하는 것뿐 아니라 통증을
겪는 자아와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위 연구들은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의 자아정체성에 주목한다. 자아 손실, 자
아 파괴이냐 자아의 변형이냐 라는 다른 주장을 하지만, 모두 동의하는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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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성적이며 비가시적 통증은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혹은 변화된 정체성
을 형성케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켈리와 필드(Kelly and Field, 1996)는 만성 질환의 경험을 사회학적으로 분석
한 연구들은 몸의 신체성을 어떻게 사회과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만성질환과 자아, 정체성을 다룬 논문들은 상호작용 이론
의 전통(interactionist theory)에서 출발하지만, 정체성 형성과 협상 역시 몸에 기
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몸의 아픔은 당연시 되던 세계에 대한 가정들을 성찰
하게 하며, 만성질환은 신체적․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 신체는 질병과
자아와 연관된 감정과 경험의 중심에 놓이며, 매일의 경험은 자기 인식과 정체
성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아픈 이들의 인식과 경험과 달리, 이들의 신체는 생물
학이나 의학의 언어로만 묘사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실재가 아닌 생물학적
사실로만 여기게 된다. 사라지는 신체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의 고통, 그리
고 그러한 몸의 신체성은 사회과학 분석의 바깥의 것이라 간주되곤 한다. 켈리
와 필드는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학 이론으로 몸의 신체성과 체현에 주목하여야
하며,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의 경험 연구에 있어 신체적 경험의 중요성과 직접
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만성질환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협상한다는 점
에 주목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젠더 등이 자아와 생애에 얽히며, 만
성성은 그들의 정체성에 융합된다. 이들은 치료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가운데
일상적 삶의 확언과 생의 계획이 강조되는 문화 속에서 아픈 나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개발하고 협상해 나가야 한다.

2. 만성통증에 관한 질병서사 연구들
질병서사 연구는 치유 경험과 질병에 대한 문화적 담론들이 어떻게 개인의
경험을 구성하며 전시되는지, 서사 관행들 속 화자가 대항 담론을 어떻게 구축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국내 질병서사 연구들과 국외 만성통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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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서사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국내 질병서사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질병 체험과 서사의 관계를 개괄하
며 서사의학을 소개하거나(황임경, 2010; 김진경, 2011; 최혜실, 2011; 황임경,
2011),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이론적 접점을 탐색하며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해
모색하거나(황임경, 김호연, 2013), 의료인문학 교육으로 질병서사를 주목한(황
임경, 2013, 강신익, 2015; 김성리, 2016; 강신익, 2018) 연구가 있다.
개인의 질병서사를 분석한 연구로는 여성노인 요실금 서사 연구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경험에 대한 서사 연구가 있다. 이봉숙(2007)은 행위자, 행위
동기 및 목적, 행위 주도성 등으로 분석하여, 생애 이야기를 극복 서사, 인내 서
사, 순종 서사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서사 유형에 따라 질병관, 치료 행
위가 달랐는데, 첫째 극복 서사 유형 화자들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요실금 증상
호전을 경험하여, 요실금을 관리 가능한 문제로 인식한다. 둘째 인내 서사 유형
화자들은 요실금 냄새로 인한 자아 위축을 이야기하며 요실금을 질병으로 인식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나온 삶에 견줄 만큼 위중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것이
라 믿기 때문이다. 셋째, 순종 서사를 이야기하는 여성 노인들은 요실금을 노화
과정 즉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보고 질병이라 인식하지 않으며, 증상 호전 경험
은 타 유형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 연구는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과
질병 인지 및 건강관리 행위 간 연관성을 드러내며, 요실금 여성노인의 생애 이
야기를 통해 화자의 현재 질병관련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김수미(2016)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서사에서 결정적 사
건들을 ‘남과 다르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이식수술’, ‘이식 후 변화’,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 ‘떠맡은 책임’, ‘내 삶의 의미 찾아가기’라는 의미
로 분석한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자신 내부․타인⋅사회 속에서 다차원적
인 단절을 겪으며, 이식 후 변화된 몸과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모순들을 경험한
다. 이 연구는 이식수술 후 변화된 몸에 주목하고, 남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살
아가는 사람들의 소외 경험을 다루며 특히 아픈 것에 대한 낙인이 매우 복잡하
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들은 개인들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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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에 녹아 있는 경험들과 그 의미에 주목함은 물론 앎의 주체를 조명함으로
써 개인의 질병 경험을 ‘질병’만의 문제로 국한하기보다 환자가 맺고 있는 다양
한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다룬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
만성통증 질병서사 연구는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는 이들이 만성성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가를
보여준다. 혼카살로(Honkasalo, 2001)는 서사 분석에 있어 만성통증의 생의료적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성통증은 생의료적 관점에서 아픔으로 간
주되지 않으며, 비가시적이기에 이중 비난에 노출되어 수치심을 안겨준다. 혼카
살로는 전기적 분열(biographical disruption)로 질병을 드러낸 선행 연구와 대조되
게, 만성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지속적 파괴와 상실로 경험된다고 강조한
다. 이들은 만성성이라는 상황을 “통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2001: 332)”는 사
실로 수용하며, 이러한 삶은 전투 같지만 자신의 통증을 친밀한 개념으로 명명
하는 전략을 취한다. 팔레즈-발레타스와 동료들(Peláez-Ballesta et al, 2013)은 강
직성 척수염을 지닌 멕시코 여성의 통증에 관한 질병서사를 탐구하는데, 불신과
고립감, “속하지 않음(not- belonging)”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여성들은 통증을
생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통증이 만성화되며 점차 통증을 수반한
삶을 “습관적”이며 “가족의 일부”라 표현한다(2013: 494). 만성통증 질병서사는
이들이 만성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지닌 자아와 조화하거나 거리를 두
는 전략을 드러낸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는 이들의 만성통증 경험이 사회문화적 힘
들에 의해 형성됨을 드러낸다. 윌리엄(Williams, 1984)은 영국의 류마티스 관절
염을 지닌 3명의 질병서사를 분석한다. 이들의 서사는 만성질환의 “원인들”을
자신의 삶 속 사건들과 연결하며 고통의 원인학에 관한 믿음이 어떻게 서사로
재건되는가를 보여준다. 남성은 자신의 만성질환과 통증의 원인을 일터와 군대
에서 찾지만, 여성들은 모성과 여성성이라는 사회심리적 원인이나 불운 혹은
“신의 목적(1984: 194)”이라는 병인의 불가해함을 초월적 해석 속에서 이해한다.
이 연구는 매일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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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사적 질서를 재건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도허티(Docherty, 2003)는 만성질
환과 만성통증을 지닌 4인의 질병서사를 분석하는데, 모든 화자들은 자신의 질
병을 “아주 트라우마인 사건(2003: 27)”이라 말한다. 이들의 서사는 젠더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는데, 특히 스트레스 영향에서 그러하다. 가
령 남성들은 그들의 질병에 대한 작업장 연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을 보고하지 않으며, 직업적 스트레스를 묘사함에 “짜증나는”, “나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 표현하거나 군대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한편 여
성들은 스트레스의 큰 요인을 가난이라 이야기하며, 두 여성의 서사는 자아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공통적인 것은 4명 모두 다 질병의 의미를 “인생철
학”이라는 용어로 명명하며, “숙고”와 “자기 성찰”이라는 자아 발견의 과정이자
자아 감각의 수용으로 의미화한다는 점이다. 한 여성은 아픈 자신의 삶을 “순례
와 격리라는 자아를 발견하는 여행(2003, 36)”이라 명명한다. 이 연구는 질병서
사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면서도 화자의 성별, 경제적 지위, 인종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드러낸다. 잔더와 동료들(Zander et al, 2013)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이라크 출신 이민자 여성들의 만성 근육통의 질병서사를 분석한다. 매
일의 예측하지 못하는 통증은 스웨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과 달리 장애 연금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에 의존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족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전쟁으로 강요된 재정착과 예측할 수 없는
통증은 이들을 독립되지 못한 존재로 머물게 한다. 특히 통증 치료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되며, 가족, 이주, 경제적 상황, 보건의료시스템 속 매일매일 통
제감을 위한 투쟁이 강조된다. 이들의 질병서사는 만성통증의 불확실성 속 자아
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분투를 드러내며, 성별, 계급적 지위, 젠더, 연
령이 환자됨의 경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통증을 지닌 이들의 말하
기의 수행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질병 서사를
타인에게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픈 이들
이 어떤 젠더화된 낙인에 직면하는가라는 중요한 지점이 발견된다. 쿠겔만
(Kugelmann, 1999)은 노동계급이 만성통증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분석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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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사는 불평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된다. 그는 이들이 말한 내용 너머 이들
의 말하기 행위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만성 통증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불신과
심신이원론으로 이해하는 곤경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질병서사에서 드러난 불
만을 이들이 통증에 취약한 정신의 증거로 해석하기보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
하는가라는 말하기 실천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분석해야 함을 강
조한다. 워너와 동료들(Werner et al, 2004)은 만성통증 여성들의 질병 이해에 있
어 자아와 수치심에 초점을 둔다. 여성들의 질병 서사는 만성통증의 심리적 원
인들에 플롯으로 대항하는 시도이며, 자신의 통증을 향한 불신과 회의주의에 수
행으로 저항하는 시도이며, 강인한 존재로 자신에 관한 묘사함으로 도덕적 논쟁
에 저항한다. 워너는 이들의 질병서사를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에 붙는 “미친, 게
으른, 질병을 조작하는, 약한 여성이라 여기는 의료적 스테레오타입의 거부
(2004: 1041)”로 분석한다. 알센과 동료들(Ahlsen et al, 2012)은 만성근육통 남성
의 질병서사를 분석하며, 이들의 서사는 신체적 손상과 직업에서의 어려움이 가
득한 사건의 연속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남성들의 말하기에서 통증
과 곤경이라는 개인적 경험은 여성에 비해 비교적 적게 이야기되는데, 이는 합
리적이고 자기통제적 남성성 때문이다. 남성의 질병 서사는 남성성의 지배적 규
범들을 만성근육통 남성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드러내는데, 만성적으로 아
픈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자기 조절을 하는 합리적 존재 사이 미세한 균열을 보
여준다. 알센과 동료들(Ahlsen et al, 2014)은 만성통증 남녀의 질병서사를 성인
지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통증이라는 카오스 상황 속에서 정
체성을 활발히 재구성하는 노력을 강조하며 자아를 전시하지만, 남성들의 이야
기는 의료적 맥락에서 통증치료에 노력하는 자아로 구현된다. 페미니스트 연구
자들은 개인들에게 질병 말하기는 부정적인 기억을 소환하기에 사적이고 금지
된 주제가 함께 이야기되곤 하는데, 이는 질병과 장애에 관한 문화적 터부와 혐
오 때문이라 진단한다. 그렇기에 이들의 질병 서사 말하기라는 실천은 잘 알려
진 형태를 취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터부를 깨는 과정이다.
질병서사는 아픈 이의 생활세계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며 발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서구 문화에서, 통증은 원치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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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반드시 싸워서 안녕을 추구해야 하는 현상이다(Pelaez- Ballestas et al,
2013). 통증을 지닌 멕시코인들의 질병서사는 희생자화 유형과 영웅적 유형, 윤
리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영웅적 모델은 통증과 고통을 영혼의 위대함으로 전환
하며, 신체에 부과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윤리적 모델은 통
증을 자아 구성의 한 형태이자 삶의 요소로 바라보며, 자아의 일부로 통증을 병
합한다. 영웅적 윤리적 서사 유형은 서구화된 문화 집단 안에서, 희생자화 서사
는 토착민 집단뿐 아니라 넓게 퍼져있다고 분석한다. 희생자화 모델은 통증이
처벌의 의미를 띠며, 버려짐, 외로움, 만성 고통이라는 가난의 메타포와 함께 구
성된다. 진단을 받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만나는 과정을 ‘순례’라 표현한다. 리
차드슨(Richardson, 2005)는 호주의 만성통증을 지닌 5인의 서사에서 특히 개인
들이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들은 책
임 회피라는 게으름(bludge)을 의미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게으른 자(bludger)라 이야기되기에, 노동자로 믿을만한 정체성을 유지하
려 더욱 더 노력한다. 만성통증과 고통의 서사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지만, 그
경험은 가족, 사회문화적 환경, 보건의료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혼카살로
(Honkasalo, 2001)는 만성통증을 지닌 핀란드인의 질병서사를 분석하며 병리학
적 근거가 없기에 여성들이 의료적 만남에서 정직성을 의심받으며 수치심과 굴
욕감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그는 정직함이 핀란드 가치의 핵심이며, 거짓말로
의심받는 것은 중년 핀란드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는 지역적
문화적 맥락으로 설명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종교적 메시지와 농민문화
는 환자들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준다. “불평하는 자가 스스로 불평의 감옥이
된다”는 핀란드 속담은 신체적 통증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14세기 스웨덴 통치,
19세기 러시아 통치로 핀란드 농촌 사회는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
해 농사, 가축, 가족 돌봄을 책임진 강인한 노르딕 여성(strong Nordic woman)이
란 이미지가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여성상은 여성 환자들에게 인내, 자율성, 참
을성이라는 이중 칼날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질병 경험의 서사성이 중요한 이유는 통증처럼 무형의 비가시적 경험
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메타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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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질병서사는 클라이만이 주장한 “지역적으로 공유
된 질병의 관용어구들(locally shared illness idioms)(Kleinmann, 1988: 5)”을 드러
낸다. 질병서사 연구들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과 관련된 치료/치유 경험과 질병
에 대한 문화적 담론들이 어떻게 개인의 경험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런 서사
관행들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대항 담론을 구축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질병서
사를 통해 만성적으로 아픈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낙인과 곤경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통념에 대해 비판적 심
문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도록 한다.

4절

이론적 자원

본 논문의 논의를 이끌어갈 이론적 자원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체
질병서사와 정상성에 관한 논의로서 체험으로서의 질병과 질병서사에 대한 논
의, 페미니스트 서사 이론과 정상성 서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페미니스트 질병 체험에 대한 논의로서, 여성 건강 혹은 젠더 건강을 둘러싼 쟁
점들, 아픈 이에 대한 낙인의 젠더화된 작동에 대한 논의들이다.

1. 질병서사와 정상성
1) 체험으로서 질병과 질병서사

근대 과학관과 생의학은 개인이 질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보다 경험주의 방
법론에 근거하여 임상 사례를 관찰하고, 통계로 몸의 경험들을 정량화하였다.
생의학 모델에서 인간의 몸은 장기, 조직, 세포, 유전자로 나뉘며, 그 기능이 해
부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독해된다. 그 과정에서 질병은 개인의 삶과 분리되며
정상에서 벗어난 것, 치료되어야 할 즉 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의료
진은 질병 문제를 좁은 기술적 이슈인 질환 문제로 보지만, 환자는 자기 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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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생의 문제로 바라본다. 개인의 질병서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보는 몸, 질병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진단과 시작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가득한 사건이다. 건강한 존재에
서 아픈 존재로 변화, 아픈 몸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일들은 환자 개인에게 질문
을 제기한다. 클라인만(Kleinman, 1988)은 개인의 체험과 질병의 의미를 탐구하
는데 서사의 힘을 강조한다. The Illness Narratives에서 서사는 무엇이 발생하
였는지, 왜 발생하였는지,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해석
하고, 현재 고통은 더 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인지, 지금 치료법 즉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 앞으로 악화될까 등을 예측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개인
에게 있어 질병 경험은 “질병 의미에 대한 자기 반성적 싸움”이라 정의한다
(Kleinman, 1988: 48). 특히 클라이만은 질병서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내부
자’ 관점으로 질병 경험을 이해해야 하며, 질병 경험 이해를 위해서 전통적 의료
적 도구들, 개념들과 치료들뿐 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을 가진 개인적 생애의 경
험 앞에 겸허해져야하며 그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과 겸손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환자 개인의 대처 기술의 풍부한 레퍼토리와 그 경험
을 이해하는 연구자의 개방성 그리고 ‘감정적 목격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만성적 아픔의 의미는 아픈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질병이라
분류되는 몸의 변화는 길들여지고 의례적으로 통제되고 그 결과 문화적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적․문화적 성향들(local cultural orientations)은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며, 지역적으로 공유된 질
병의 관용구들(locally shared illness idioms)은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하는 데 토대가 된다. 클라인만은 “질병서사는 환자가 독특한 사건들과 장기간
고통의 과정에 일관성 있게 말하는 이야기(ibid: 49)”라 정의한다. 질병서사를 구
성하는 플롯라인, 핵심 메타포들, 수사적 장치들은 의미를 만든다. 클라인만은
수백의 질병 이야기가 있고 이는 다 다르지만, 질병서사 연구는 질병 의미 구조
에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병은 사회적 세계에 깊이 각인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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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구성하는 구조들과 과정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질병 의미에 대한 질
문은 “질병이 의미를 만드는 방식, 의미를 만드는 과정, 의미를 결정짓는 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반응(ibid: 185)”을 포함한다. 각 환자는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가
져온다. 질병 이야기에서 질병은 특정 삶의 맥락에서만 이해되는 의미망 안에
놓인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질병서사와 아픈 이의 생활세계 즉 문
화적 맥락에서 질병과 생을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어떻게 개인과 개인의 세
계가 질병에 영향을 끼치고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기 위함이다.
프랭크(Frank, 1995)는 아픈 이들이 의학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고 보고 환자에게 오로지 치료의 책임을 지우는 모던 문화를 비판하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아픈 이들이 서사 양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능력
이 복원되는 시대라 규정한다. “질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몸의 질환을 통하여,
의학이 기술할 수 없는 경험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는 특정한
사람 안에 체현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로부터 발
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다(1995[2013역: 65-66])”며 질병 경험과
서사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9) 포스트모던 시대의 서사적 양도의 거부는
아픈 이의 성찰적 관찰과 사유의 결과일 뿐 아니라 책임의 실현이다. 프랭크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는 상식의 세상에 대한 책임감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을 나타(64)”낸다는 점에서 서사의 함의를 강
조한다.
질병 서사 연구는 화자가 질병으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변형시켰는가, 특
9) 프랭크는 이 책에서 질병 이야기를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질병이 걸리기 전 건강한 상
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복원(restitution)의 서사는 의학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지배적 서사
이다. 둘째, 혼돈(chaos)의 서사는 일정한 서사 양식이 없다. 셋째, 탐구(quest)의 서사는 질
병을 통해 자신의 자아가 파괴되는 경험으로 몸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를 다시 구성한다.
이들 서사는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종종 혼재되어 나타난다. 탐구 서사에서 소통하는 몸은
하나의 윤리적 실천이 된다. 상처입은 스토리텔러들은 고통을 증언으로 전환시킬 때, 도
덕적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서사의 윤리는 말하기와 듣기에서 발생한다. “상처는 타자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안쪽으로 열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바깥쪽으로 열
린다(339-340).” 질병 이야기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는 목격하기의 행위이며, 타
인의 공감과 연대를 통해 타자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실
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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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분석하며 1인칭 질
병 이야기로서 방법론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Monks, 1995; Bury, 2001;
Rimmon-Kenan, 2002; Brody, 2003; Thomas, 2010; Riessman, 2015; Behrendt,
2017) 버리(Bury, 2001)는 “만성질병서사(chronic illness narratives)의 탐구는 와해
경험의 속성에 빛을 비출 수 있으며, 그 의미들과 행위들을 다룰 수 있다”며 만
성질환 연구에 있어 서사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 서사들은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후기 근대(late modern) 문화들 사이 연계(2001: 264)”를
다루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2) 페미니스트 서사 이론과 정상성의 문제

페미니스트 서사 이론(feminist narrative theory)은 “누가 이야기하나?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나?”라는 고전 서사학의 기본적 질문으로부터 젠더 분
석의 필요를 제기한다(Warhol, 2012: 10). 이는 누가 화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
문을, 화자는 청중과 독자를 고려해 말한다는 사실을, 화자는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말하기의 정치성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
험적 서사를 삶의 젠더화된 영향을 살펴보는 풍부한 자원이라 오래동안 주목해
왔다. 여성의 개인적 서사는 첫째, 젠더 규범의 유지와 재구성에 있어 개인과 사
회 사이 관계를 드러낸다.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행동, 그
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 사회의 제약이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말한다. 둘째,
여성과 남성 사이 권력 관계의 동학을 살필 수 있다. 몇몇은 사회적 기대와 규
범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젠더화된 기대에 저항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
은 이들 서사가 지배적 이데올로기 안에 배태된 관점은 무엇이며, 언제 이를 경
험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젠더화된 자아 정체성의 구성을 탐구할 수
있다. 특히 생애 이야기는 세계 속에 자기 위치를 탐구해 나가며 자아정체성 발
전에 관해 추적할 수 있다(Personal Narrative Group: 1989, 4-9).
페미니스트 장애학10) 연구자들은 신체 규범에 도전하는 대항 서사의 중요성
10) 톰슨(Garland-Thomson, 2005)은 페미니스트 장애학은 첫째, 인간 차이를 낙인화하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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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 헤게모니적 서사는 신체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기반한다. 페미니
스트 장애학자들은 헤게모니적 서사는 정상성 서사이며, 합리적이며 건강한 몸
의(able- bodied) 젊은 남성 주체가 정상의 기준으로 제시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다. 알센과 동료들(Ahlsen et al, 2014)은 환자들의 질병서사가 개인의 독특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문화적 이야기들을 일부 사용하기에, 질병 이야기는 젠더 관점
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병 이야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적 상
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성 서사(normalcy narrative)가 지배하는 사회에
서, 장애와 질병을 지닌 이들의 서사는 체현을 통해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인식
되고 경합되는가를 드러내기에 정상성 서사에 도전하는 대항 서사가 된다. 톰슨
(Garlan-Thomson)은 장애를 지닌 이의 서사는 신체가 고정되었고 신체적 변형이
예측가능하다는 그 문화적 허상을 흔들며, 다양한 신체를 배제하고 비정상이라
는 규정하는 담론에 저항하는 실천이라 주목한다(Garlan-Thomson, 2007).
페미니스트 장애학자들은 여성의 다양한 몸을 배제한 채 특정 타입의 신체를
지닌 여성만 페미니즘이 다룬다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장애
여성과 아픈 여성들이 직면하는 신체적 정상성과 여성성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페미니즘 역시 의도치 않게 장애인의 타자화에 기
여하게 되기 때문이다(Wendell, 1996: 172-173). 민츠(Mintz, 2007)는 건강한 신체
만을 상정하는 페미니스트의 이론적․정치적 기획은 “장애와 만성 질환을 지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편함과 타인의 의존”을 비판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몇몇 여성들을 배제시키며 자기 통제의 신화를 반복한다고 비판
한다(2007: 4~5). 그러기에 페미니즘은 몸의 정상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사고하
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신체는 매우 높게 이상화․대상화되었으며, 규범적 몸 담론과
다양한 몸 산업은 개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몸을 통제하

체계의 하나로 장애를 보며, 둘째, 장애라 고려되는 몸들이 생산하는 정체성들과 공동체
들을 드러내고, 셋째, 이러한 몸들을 향한 차별적 태도와 실행을 밝히며, 넷째, 장애를 분
석의 사회적 범주 중 하나로 보며, 다섯째, 권력 관계의 결과로 장애를 개념화한다(2005:
1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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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상화하라 압력을 행사한다. 규범적 신체 기준은 바로 정상성(normalcy) 개
념에 근거한다. 페미니스트 장애학자들은 정상성 서사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
한 감각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일탈적 몸을 지닌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며, 정상을
유지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Wendell 1996;
Garland- Thomson 2005, 2011; Ahlik-Harju, 2016: 224)”고 비판해 왔다.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인간의 노화, 질병, 장애, 죽음에 직면할 수 없도록 한
다. 지배적 서사는 정상성 서사이기에 장애인과 아픈 이의 공적 재현은 항상 장
애와 질병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성취하는 영웅 이야기로 재현된다.
페미니스트 장애학자들은 장애를 지닌 이들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사라지거나
호기심으로 재현되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재현은 장애를 대상화하며, 장애를 굴
욕과 불명예로 여기는 대중적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한다. 타자화는 경험의 주
체로 그들을 보기보다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며,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과
정에서 인종, 젠더, 성적 정체성과 같은 한 사람의 특징에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다. 연약함, 의존, 무기력함을 포함하는 장애에 관한 문화적 가정은 여성성의 문
화적 가정과 겹쳐져, 장애를 지닌 남성은 “상처입은 남성”으로 인식된다
(Garlan-Thomson, 2011).
질병 서사는 장애와 질병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자기 이해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에 관한 탐구이자 해석이다. 그러기에 질병 서사는 페미니스
트 장애학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2. 페미니스트 질병 체험 연구
1) 여성/젠더 건강에 관한 페미니스트 논의들

여성의 몸은 오랫동안 페미니스트들의 의제였다. 특히 여성들의 신체적․정신
적 고통, 질병 경험에 주목한 이들은 여성 건강 문제의 정의에서 있어 백인 남
성을 기준으로 여성들의 경험이 배제되었음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의학이 전
문가의 몫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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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1970년대 미국 여성건강운동의 핵심 아젠다였다. 이들은 출산과 완
경과 같은 여성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질병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
며,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과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을 함께 이야기했다. 제2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건강운동활동가들이 보건 영역에서 여성건강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이후 성인지의학의 태동에 영향
을 주었다. 도열(Doyal, 1995)은 생의학 모델은 개인을 사회 환경에서 분리해 바
라보기에 여성의 정신적․사회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생물학적 병인
론에 기초하여 여성 건강 문제를 호르몬이나 생식기관의 탓으로 돌려왔다고 지
적한다(1995[2010]: 38-43). 이에, 여성 건강과 그들을 둘러싼 삶의 맥락을 이해
하는 데 생물학이라는 단일 학문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과 시각을 생의학과 통
합하여 다학제적 분석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여성건강운동의 이러한 주장과 국제기구의 성주류화 움직임은 여성건강 의제
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베이징 세계여
성대회에서 모든 영역의 성주류화가 표명되었다.11)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
가 젠더와 여성건강국(Gender and Women’s Health Department)을 설립하고 국제
보건정책의 성주류화를 시작하였다. WHO는 “여성 건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로 “여성들과 소녀들이 특별한 건강 요구(particular health needs)를 가지며 보건
의료 제도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WHO, 2009; 3)”고 진단한다. 자원의
통제, 권력과 의사결정, 역할과 책임에 있어 젠더 차이가 남녀의 건강 지위와 건
강 추구 행동, 보건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준다(WHO, 2010)는 점이 명시되면서,
젠더는 건강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여기서
성인지적 보건의료정책은 여성의 고유한 필요로 설명되며 이는 남성과 여성의

11) 천희란과 정진주(2008)는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주장하며, “여
성건강에 관한 북경여성대회의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정책에 젠더 이슈
를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2008: 131)”고 진단한다. 국민건강증진계획에서 성별 통계나 구
체적 전략의 부재함을 지적하며, 성인지적 보건정책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와 성인지적 보
건의료정책의 기획, 전달, 모니터, 평가를 할 정책 인프라 확충을 주장한다. 또한 건강상
젠더 불평등 문제는 성인지적 보건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정책 개선이 함께되어야 함
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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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라는 생물학적 근거와 통계로 지지된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들의 건강 요구
가 오직 재생산건강에 한정되기보다 의학의 백인남성중심 시각에 도전하는 것
이다. 여성들의 보건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다양한 사회정치문화적 상황들을 개
선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 페
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젠더 건강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나아가야할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다.
젠더 건강의 한계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베이트와 동료
들(Bate et al, 2009)은 세계보건기구들의 젠더 건강에 대한 이해가 심각히 제한
적이라 진단하였으며, 쿨만과 동료들(Kuhlmann et al, 2002)은 보건학에 있어 젠
더 이론의 개입이 필요하다 강하게 주장한다. 도열(Doyal, 2000)은 보건의료 영
역에서 박탈당한 집단으로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여성 연구”에서 “젠더 연구”
로 담론이 이동했지만 젠더가 어떻게 정의되고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 문제를 지적한다. 버드와 라이크(Bird & Reike, 2008)는 의학 연구
에서 젠더가 섹스를 대체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젠더와 섹스를 상호작용하는 것
정도로만 설명한다고 비판한다. 코넬(Connell, 2012)은 세계보건기구 정책 문서
들은 “여성들(women)과 남성들(men)을 고정된 것으로 문제없는 범주로 다루”며
“젠더에 관해 범주적으로 사고”한다고 지적한다. 범주적 사고는 생물학적 본질
주의에 기초하지 않지만, 젠더의 성역할 모델과 범주적 논리를 따른다. 이러한
범주적 사고는 젠더 범주 내 다양성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며, 남녀라
는 젠더 범주 외 다른 젠더 차이를 포착할 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젠더
동학을 다루지 못하고 젠더를 고정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 비판의 핵
심이다. 코넬(Connell, 2012)은 이러한 관점은 “젠더의 범주적 모델, 범주적 차이
의 통계학, 젠더를 여성과 암묵적으로 동일시하기, 권리의 추상화된 관념으로
후퇴(2012: 1681)”라는 문제를 지니기에, 범주적 사고를 넘어 젠더 동학에 주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주적 사고의 대안으로 스프린거와 동료들은(Springer et al, 2012) 페미니스
트 교차성 이론이 젠더와 건강을 다루는 방법론적 진전과 연구와 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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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젠더를 범주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교차하며,
생물학적 구성으로 어떻게 건강을 만드는지 주안점을 두어 사회적 과정
(Springer et al, 2012: 1663)”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넬(Connell, 2012)은
교차성이 거대한 젠더 범주를 인종, 나이 등 더 특정화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젠더라는 한 차원의 범주적 접근을 다른 차
원에 대한 범주적 접근과 연결시킨다며 비판한다. 오히려 코넬은 범주적 접근이
아닌, 젠더 관계, 젠더 구조, 젠더 체계라는 관계적 접근으로 체현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건강의 대안은 다르지만, 이들은 젠더가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아픈 이들이 살아가는 특정한 공간과 역사적 시간 안에서 젠더의 작동을
추적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근거하여 아픈 이들의 서사를 분석
할 때, 젠더를 범주적으로 사고하기보다 “‘여성’ 혹은 ‘남성’을 구성해 내는 힘,
현실 속에 주체들과 의미들을 생산해 내는 어떤 분류 체계(배은경, 2004: 90)”로
이해하며 젠더의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변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아픈 이에 대한 낙인의 젠더화된 작동

고프만(Goffman, 1963)은 낙인을 “깊게 불명예되어진 속성(1963, 13)”이라 정
의한다. 낙인은 종교적 의미 혹은 약함과 불명예라는 도덕적 함축을 담는다. 그
결과 낙인 받은 사람들은 이상한 타자로 정의된다. 아픈 이들은 망가진, 열등하
고, 평가절하되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정체성을 내면화한다(Goffman 1963: 3).
낙인화되는 질병에는 한 사회의 문화적 이해가 결합되곤 하는데, 클라이만
(Kleinman, 1988)은 중국에서 정신질환의 낙인이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강
력히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정신적으로 아프면, 조상이 의심을 받고, 형제자매
와 후손들이 위험하다고 여겨진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중부 유럽에서 정신
불건강은 한 가족의 ‘낮은 진화’로 이해되기도 했다(1988: 159-160). 의료사회학
자들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만성통증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지닌 개인들이 경험
하는 질병 의미를 탐구하며, 불신과 수치심, 낙인을 다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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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으로 아프다는 것에 대한 불신과 낙인은 고프만의 설명처럼 신체 관리
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의 신체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공유된 신체 어휘들’을 따를 수 없기에 불명
예자의 인격체로 전락하게 된다(Goffman, 1963). 특히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질
환은 종종 발병 초기 심인성 질환으로 진단되곤 한다. 심인성 질환뿐만이 아니
라 병인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음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에게 낙인을 남긴다. 웨어(Ware, 1992)는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경험자들을 연구하며, 위신실추(delegitimation)라는 개념을 제
안한다. 위신실추는 개인들의 증상이 사소하거나 심리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한
개인이 가진 병(illness)의 인식 때문에 체계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거절당하는 경
험(1992: 347)”을 뜻한다. 위신실추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다. 위신실추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타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통증은 비가시적인 신체 경험이기 때문에, 만성통증 경험자들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불신과 낙인을 경험한다. 몇몇 연구들은 질병이 수치와 비난이
라는 도덕적 사건으로 여겨져 환자들에게 낙인을 경험하게 함을 보고한다. 섬유
근육통 등 만성 근육통 여성들은 의료적 만남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였다. 이들
은 반복적으로 아프지 않은지 질문과 판단을 스스로에게 넘기며, 상상의 질환
즉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받았다(Asbring & Narvanen, 2002). 릴랜크(Lillrank,
2003)는 핀란드의 남녀의 요통 경험을 다루며 여성 30인의 자서전을 분석한다.
의료적 조사는 고통의 신체적 원인을 해명하는데 실패한다. 진단적 불확실성은
문제가 신체에 없다면 반드시 마음에 있을 거라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심신이원
론과 결합된 도덕담론으로 몇몇 여성들은 “그 여성은 미치거나 게으른 것으로
보여지는(2003: 1051)” 오명을 얻는다. 만성근육통과 같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장애(medically unexplained disorder)는 종종 기능 장애나 신체증상화
(somatization)라는 정신병리학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성들은 ‘불평하며 투덜대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 힘을 주장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진
다(Werner, 2004). 글랜튼(Glenton, 2003) 등은 노르웨이요통협회가 주관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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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공론장 분석과 19인의 만성요통 환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참
여자들이 신체적 고통에 대해 정신적 진단을 받을 때,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낙인을 어떻게 고려하는가를 다룬다. 이들 연구에서 보듯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지닌 환자들은 단지 질병이라는 생물학적 증상뿐 아니라 도덕적
특성과 결합된 낙인을 경험한다.
불신, 위신실추, 낙인이라는 경험은 배우자, 가족구성원, 친구, 동료, 보건의료
제공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환자
들은 만성통증을 주장하며 아픈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특히 여
성들은 너무 건강하지도 아프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으며 너무
똑똑하지도 어수선하지도 않게 보이려 외양과 이야기 전략에 신경쓰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질환을 생의학적 프레임 안에서 ‘옳게’ 보이기 위한 여성들의 시
도들에서 의학적 만남에 숨겨진 규칙들뿐 아니라 신체, 건강, 외양, 정상성이라
는 사회문화적 행동규범을 읽을 수 있다(Werner et als, 2003). 의료적 만남에 있
어 여성 환자들에게 신뢰성 문제는 통증 경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진단은 지연되고 어떤 치료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처
럼 신뢰성 부족은 만성통증 사람들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며, 통증의 부
정적 측면으로 인식된다. 클라크와 동료들(Clarke et als, 2008)은 현상학적 접근
으로 만성통증 환자 인터뷰와 일기를 분석하며, “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진단 부
족은 바깥 세계로부터 만성통증을 숨기는 비가시성의 망토가 된다(2008: 662)”
고 주장한다. 통증 그 자체뿐 아니라 매일의 경험을 숨기게 됨으로서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며 고립된다. 이들의 경험들 중 “부정적
이슈들은 통증의 비가시성으로부터 나온다(Jackson, 2011: 378)”는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다.
낙인 경험은 여성 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인성 질환을 지닌 남성들
은 ‘여성의 지위로’ 떨어지거나 ‘여성적 기질’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지곤 한다.
리스만(Riessman, 2003)은 다발성 경화증을 지닌 남성의 질병서사를 분석하며,
어떻게 이혼 과정의 정의를 구성하는지 또한 아버지, 남편, 노동자로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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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지 분석한다. 그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질병 때문에게
아들에게 스포츠라는 남성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없기에 “정상적”인 아버지로 능
력이 훼손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리스만은 남성의 자아 정체성에 있어 헤게모니
남성성 이해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클라인만은 만성하부요통을 지닌 남성의 서
사를 분석하며 만성통증이 남성에게 가져올 수 있는 남성 권력(manpower)의 박
탈과 결합된 재정적 제약을 상세히 다룬다(Kleinman, 1988).
아픈 남녀의 낙인에는 질병뿐 아니라 한 사회의 건강 담론, 연령 규범, 젠더
규범이 교차한다. 아픈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젠더 관점뿐 아니라 장애
인 차별(ableism)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젠더와 장애의 교차점을 연구하
는 이들은 장애 남성성(disabled masculinity)에 주목하는데, 어떻게 발병 나이, 질
병이나 손상 종류가 개인들이 경험하는 장애 남성성 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이처럼 장애와 질환을 지닌 이들의 경험은 “발
병 시기/나이, 질병 종류, 질환의 심각성 및 질환/장애의 가시성과 결합되어 젠
더화된 기대(Gershich, 2000)”를 드러낸다. 헤게모니 남성성과 교차성 이론은 장
애 남성들의 딜레마를 연구하는데 정교한 개념틀을 제시하였다(Shuttleworth et
al, 2012). 이후 연구들은 장애와 남성성의 고정적 이해를 너머 사회 구조 사이
상호작용과 장애 남성 개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장애 남성이 장애 남성 딜
레마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결하는가를 분석한다. 만성질환을 지닌 남성들이 직
면하는 남성성의 딜레마는 만성 질환의 불예측성과 불확실성으로 종종 책임감
있는 존재(being in charge)(Cameron et als, 1998)라는 전통적 남성의 역할의 훼손
으로 경험된다. 그 결과 만성적 상황의 진전에 따라, 남성들은 타인에 의해 다르
게 인식되며 배제된다는 것을 느끼며 주변화된 남성성을 경험한다.
이들 연구는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이 생활 세계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낙인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고통의 정신적 설명과 결합된 잠재적 낙인에 주목한
다. 질병 경험은 비난과 수치, 책임성과 낙인을 고려한 도덕적 사건으로, 낙인
역시 젠더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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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분석틀

다음 그림들은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분석의 초점
은 이들의 질병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가에 있다. 이들의 질병 서
사는 개인이 살아온 경험으로서의 질병 체험과 이야기된 이야기(told stories)라
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1> 자아의 다층적 구조와 질병경험과 질병서사

<그림 1>은 자아의 다층적 구조와 질병경험과 질병서사에 관한 분석틀이다.
개인이 살아온 경험인 질병 경험은 사회적 구조와 규범 속에서 형성된다. 질병
서사는 질병 경험을 담고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드러낸
다. 즉 질병 서사를 통해 만성통증을 지닌 채 살아온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해
석이 포함된다. 이들은 실제 자신의 몸에 기반한 실제적 정체성과 가상의 사회
적 정체성 사이 갈등한다.
우선 ‘신체적 자아(bodily self)’는 만성 통증을 지닌 이들이 직면하는 매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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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자신의 몸의 경험과 의식에 대한 질문, 그러한 질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아픈 나를 관리하는 자아(maniging self)’는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며 경험하며 이들이 만성통증과 치유실천을 둘러
싼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이러한 제약에도 자신의 만성통증
을 치유하는 고정에서 획득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환자로서 경험은 보
건의료제도뿐 아니라 교육, 가족, 경제적 요인, 미디어 메시지, 문화적 규범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세계를 아우른 질병 경험을 의미한다. ‘아픈 나를 설명하
는 자아(social self)’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와 지위 속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를
수행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존재로 나를 뜻한다. ‘아픈 존재로서의 자아’, ‘아픈
나를 관리하는 자아’, ‘아픈 나를 설명하는 자아’로 경험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나라는 존재’ 사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한 개인의 질병 체험은 개인의 삶의 맥
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사적 자아’는 자신의 생애와 그 삶을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
를 뜻한다. 질병 서사 속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 속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사건들을 과거-현재-미래라는 이야기된 시간 속 통합된 자기 이해를 제시하는
해석자이다.

<그림 2> ‘정상성’의 교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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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된 이야기의 분석은 이들의 말하기 수행에 초점을 둔다. 즉, 분석의 초
점은 이들의 질병 서사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가에 있다. 만
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 서사는 규범적 기준에 맞추어 신체를 정상화하라는
지배적 담론의 모순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서사는 정상성 서사로 이는 합리적이며 건강한 몸
의 젊은 남성이 규범적 신체 기준으로 제시된다. <그림 2>는 정상성의 교차성
도해이다. 아픈 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상성은 근대적 자아의 축, 건강의 축, 젠더
의 축으로 교차하며 작동한다. 여기서 근대적 자아의 정상성은 합리적이며 독립
적인 개인으로 제시되며, 내 의지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
제시된다. 건강의 정상성은 질병, 장애, 노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비정
상이라 규정하고 다양한 몸을 배제하고 타자화한다. 젠더의 정상성은 여성과 남
성에게 부여된 정상성으로 젠더화된 규범과 역할로 적절한 남성의 행동과 적절
한 여성의 행동을 규정하며, 이에 위배된 이들은 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몸을 통
제할 수 있다는 환상과 질병을 둘러싼 문화적 대본, 아픈 이에 대한 젠더화된
낙인을 낳는다. 정상성 서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압력
을 가하며,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아픈
몸으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질문하게 한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이러한 정상성
서사에 대한 저항 혹은 협상이며, 그로 인한 제약을 보여준다. 정상성 서사는 서
사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이들의 말하기 실천과 그 이면의 의미
를 분석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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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질병 경험을 둘러싼 사회구조들

<그림 3>은 개인의 질병 경험과 그 해석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차원과 개인
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틀이다. 이 분석틀은 클라이만의 지역 보
건의료제도의 내부 구조(Kleinmann, 1980: 50)12)를 기초로 하여 일부 수정하였
다. 이 분석틀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넘나들게 되는 보건의료의 각기 다른
영역들과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의 질병 경험은 병원, 의료보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같은 특정한 사
회적 제도들과 환자 역할과 치유자 역할이라는 사회적 역할, 개인 간 관계, 개인
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제약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총
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클라이만은 특정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질
12) ‘보건의료제도(health care system)’라는 용어는 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국
의 사회적․역사적 특성에 맞게 제도화한 제반의 사회 제도와 구조(national health system)로
통용되고 있다. 클라이만은 이러한 개념틀이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질병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며 치료와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활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적절한 분석틀을 제
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대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학과 문화 사이 관계를
연구할 이념적 개념틀로 보건의료제도의 내부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는 보건의료제도 “역
시 기어츠의 문화제도라는 정의처럼(Geertz, 1973: Kleinmann, 1980: 26)” 사람들이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환경 안에서 아픔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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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치료와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지역의 보건의료제도의 내부구조라는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이 분석틀
은 환자와 치유사들이 자신의 질병과 치유에 대한 인지적․대화적 구조를 형성하
게 되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영역들을 살펴본다. 특히 한 사회에서 다양한 치료
체계가 공존하는 의료다원주의(medical pluralism)13) 배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고 치유하는 적절한 언어를 찾기 위해 각기 다른
용어들을 번역하고 해석하곤 한다. 화자의 질병 서사 속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
고 설명하는 방식은 개인의 질병 경험이 구성되는 맥락인 사회문화적 구조와
개인의 주관성(subjectivity)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제도는 가족과 공동체 영역, 전문가적 영역, 민간 영역으로 구성된
지역적 문화적 제도이다. 가족과 공동체 영역14)은 개인적, 사회적 연결망, 그리
고 공동체 믿음과 활동들이라는 다양한 층위를 포괄하는 하나의 매트릭스이다.
개인은 가족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질병을 처음 만나며,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
고 질병 라벨을 붙이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의 치료를 평가하고 다음에는 무엇
을 할지 논하려 가족과 공동체 영역에 들어간다. 대안적 치유로 바꿀지, 자신이
받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다른 치유 실천들로 바꾸는 것이 나을지
질문한다. 클라이만은 대중적 영역이 보건의료의 가장 큰 부분이지만 가장 연구
가 덜 된 부분이라고 진단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픈 이가 자신의 고통을
치료의 대상으로 여길지 말지, 치료를 받은 후 이를 평가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지에 대한 판단하곤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자가 치료
(self-treatment)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첫 번째 치유적 개입이다.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professional sector of health care)은 보건의료영역에서

13) 의료다원주의(medical pluralism)는 “각각의 사회에서 복수의 의료체계의 존재방식과 그 체
계들 사이에서 의료혜택을 구하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실천방식(김태우, 2014: 149)”을 뜻
하는 용어이다.
14)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공동체 영역이라 명명하였지만, 클라이만은 대중적 영역(popular
sector of health care)이라 명명하였다.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의 치유 믿
음과 실천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대중적 영역이라는 클라이만의 명칭보다 가족과
공동체 영역이라는 명칭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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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치적 수단을 통해 전문적 지위를 얻은 치유 전문가들과 그 조직, 제도를
뜻한다. 즉 전문 조직의 관료적 승인과 ‘전문적’이라는 실천의 사회적 승인의 유
무가 보건의료의 다른 영역과 경계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생의학에 기
반한 의료제도이지만, 중국의 전통 중의학과 인도의 아유베다 의학처럼 근대 서
구 의학의 분류와 유사하게 전문화된 토착 의료 시스템 역시 이 영역에 포함된
다. 한국 생의학 의료진과 한의학 의료진은 분리된 면허 과정을 지니며, 분리된
의료 협회, 관료화된 조직 구조를 지닌다. 전문가 영역의 두 조직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한양방협진병원이라는 병원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카이로프라틱이나
도수치료사, 물리치료사는 분리된 면허를 지닌 직업으로 주변화된 전문적 지위
로 통증을 다룬다. 이들은 병원에 고용되기도 하며 독립된 전문가로 개인 사무
실을 내고 환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보건의료의 민간 영역(folk sector of health care)은 허브 사용(herbalism), 손으
로 외과적 증상들을 다루는 치유들(manipulative treatment)과 같은 세속적 형태의
치유 실천과 샤먼들의 치유 의례들에서 최근 몸산업의 발달로 치유적 기능을
강조하는 상품들까지 포함한다.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제품들과 치유사들은 근
육통, 관절통,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마사지샵, 필라테스, 마사지기계, 안마의자,
통증완화 아로마 오일, 통증 완화 재생 크림, 통증 완화 파스 및 테이핑 등을 통
증에 효과적이라 제품과 자신의 치유를 판매한다. 민간 영역의 치유 실천들과
제품들은 때로는 전문가 영역과 대중적 영역의 그 경계는 불명확하며 때로는
겹쳐지기도 한다. 다양한 치유 활동과 이를 약품/상품들은 이종적이며 혼재된
채 존재한다.
질병 서사는 건강의 의미와 맥락은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경제, 정치, 행
정, 과학, 기술, 문화 등)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화한
다. 개인의 질병 서사는 각기 다른 영역들을 오가며 이들이 자신의 아픈 몸에
대한 설명을 수집하고 아픈 나에 대한 언어를 얻으며 나의 생애 이야기와 결합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분석틀은 개인의 질병 서사는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차원과 개인 간 상호작용을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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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설계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서사 분석이라는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한다. 여성주
의 구술생애사 인식론과 방법론은 본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과 분석에 핵심이
며, 현상학적 방법과 서사 분석은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질병 경험에만 초점
을 맞춘 채 연구되는 아픈 이의 질병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의 삶이라는 시
간의 흐름 속 경험과 그 해석을 다루는데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아픈 이들
의 질병 경험과 스스로가 부여하는 의미를 이들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탐구하기
위해 생애 경험에 주목한다.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질병 경험에만 집중하기보다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를 다룰 수 있다.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 경험뿐 아니라 만
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생애 경험들을 선택하고 이야기
로 구성하는 맥락을 조사하게 한다.
본 연구의 면접은 생애사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심층면
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 중 이야기꾼이라 판단되는 이들에게 1차 면접이 끝
난 후 2회의 추가 인터뷰의 의사를 물었다. 추가 인터뷰에 동의한 이들은 생애
사 면접을 수행하였다. 1차 면접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이지만 연구참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만성통증을 지닌 몸
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포함하고 강조하고 생략할지,
그 경험을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서사 면접법을
활용했다. 서사는 경험을 담고 있지만, 경험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서사의 주
체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드러낸다. 서사 내용은 서사 구성방식에 의해
굴절된다. 서사구성의 방식은 서사구성의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자아를 엿
보게 해준다. 서사 주체의 서사구성 방식과 자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이 논문
에서 서사 분석이라 부르겠다. 서사 내용은 서사의 주체가 경험하는 질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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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어떻게 경험하며 그 것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읽어내는 자료로 활용
하며, 이러한 분석을 이 논문에서는 현상학적 분석이라 하겠다.
질병 서사에 담겨 있는 이들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투병 경험이 아니라, 만
성통증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러 구조적 변화들과 맞선 나름의 흔적들이 담겨
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체제와 성장하며 분화하는 몸 관리 산업뿐 아니라 다양
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그 구조적 변화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질병서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문화구조를 읽어낼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상성 사회,
젠더화된 사회로 한국사회 구조가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모양
짓는지 읽어내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모집과 그 이슈들
본 연구는 공개모집과 눈덩이방식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공개 모집은 한방병원과 양방병원 각 1곳에서 이루어졌다. 각 병원 정문 주변
게시판과 대기실, 진료실 주변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연구참여자를 공개 모집
하였다. 한국의 통증 환자들은 병원, 한의원, 보완대체요법 등 다양한 치유법을
이용한다(박경숙 외, 2003; 정건 외, 2011). 한방병원과 양방병원 각 1곳씩 연구
참여자 모집을 허가해줄 병원을 섭외하였다. 연구자는 2017년 3월 IRB 승인 후
예비 조사로 세 명을 면담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만성통증
원인을 찾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족부외과
등 다양한 클리닉을 내원하였다. 온라인 환우 커뮤니티는 대부분 의사나 물리치
료사 등 특정 치료법을 수행하는 의료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양방 병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과만 진료하는 1차 의료기
관이나 특정 치료법으로 유명한 2차 의료기관보다,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신의학과가 있는 3차/2차 의료기관이 연구참여자 모집에 적합한 병
원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임에도 한의원의 경우는 만성통증 환
자들이 편리한 접근과 짧은 대기 시간으로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한의원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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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임에도 모집군에 포함하였다. 연구자는 병원장에게 연구 목표, 내용,
모집 방식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 모집 승낙을 얻었다. 두 병원은 서울시 중랑
구와 동작구에 각각 위치한다.
연구참여자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6개월 이상 만성통증을 경험한 사람이다.
여기서 만성이란 시간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만난 연구참여자들은 살아오며 겪은 여러 통증을 이야기하는데, 의학
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만성통증부터, 염증과 파열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통증
등 다양하게 보고하였다. 또한 같은 부위 통증이라도 병원마다 다르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참여자는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자 병원을 여러 번 옮겼다. 그이는 각 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단명(퇴행성 관절
염, 하지방사통, 관절통 등)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병원마다 진단명도 치료법도 다 달랐고, 수술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만
성통증 치료는 경합하는 질병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참여자를 “20세 이
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중 6개월 이상 통증을 경험하고, “~통”과 “~증후군”으
로 진단과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정하였다. 65세 미만으로 연령을 한정하
였는데, 이는 법적 노인 연령 기준에 근거한다.
연구참여자 선정 두 번째 기준은 자신의 통증 경험, 낙인 경험까지 말할 의사
가 있는 사람이다. 아픈(아팠던) 기억을 회고하고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참
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가 중요하다. “누가 왜 말하고자 하는가?” 역시 서사 연
구의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질병 경험, 특히 치유 과정에서의 갈등,
만성통증으로 인한 위신실추와 낙인 경험, 가족 내 역할과 교우관계 그리고 사
회적 역할의 재조정 및 사회적 역할 갈등, 자아 정체성의 협상 등을 망라하여
자신의 만성통증 경험을 이야기할 의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
을 하였다. 공개모집은 누가 자신의 만성통증 경험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
는데 유용하다. 모집공고는 2018년 6월 한달간 병원 입구, 통증 환자들의 진료
실과 대기실에 게시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쉽지 않았다. 모집 공고를 보고 온 문의 전화 대부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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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병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병인지에 대한 문의였다. 내과적 질환이나 수
술 후 통증을 주증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연구 참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참여
자들이 말한 연구 참여의 어려움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자신의 통증 경험
이 연구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었다. 대부분 “내가 그 정도로 아프지 않아
서”, “내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걱정하였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나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다”던 사람들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몇몇은 일터를 떠나야 할 정도로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에 대해 자신이 연
구참여자가 될 만큼 중증 환자인가와, 개인의 경험이 ‘질병 연구’에 도움될까 우
려를 표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연구 목적과 개인의 경험을 왜 들으려는지
설명을 한 후, 면접을 이어나갔다. 둘째, 개인에게 아팠던 경험은 사적이며 때로
는 자랑스럽지 않은,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아팠던 경험이었다. 한 연구참여자
는 면접을 시작할 때 아팠던 당시 기억이 잘 안 나 걱정이라 이야기하였다. 2차
면접에서는 “너무 서러웠던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며,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아마도 “당시 기억을 억압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면담이 끝
나자 이 연구참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프고 나서 그 경험을 지금 안
아픈 상태에서 되돌아보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이의 말은 아팠던 경험과 당시 기억은 지워버린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만성통증을 다시 해석하고 이야
기하고픈 연구참여자의 욕망을 드러낸다. 셋째,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인터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다. 한 연구참여자는 면접이 끝난 후
“내가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연구에 도
움이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다른 연구참여자는 면접 시작 전 “내가 말을 유도리
있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다”며 이야기하였다.
눈덩이 모집의 거절 사유는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과 그런 이야기하는 게 부
끄럽다”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30대 비혼 아들을 적극 소개해주었는데,
섭외가 실패로 끝나자 “남자가 허리 아픈 게 무슨 자랑이겠어”라 말하였다. 한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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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손목 다리 통증만 이야기하였다.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30대 한 남성은
소개자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연구자와 통화에서 참여가 어렵다 이야기하였다.
“아직 회복중에 있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은 통증을 관리하며 회
복”하며, “시간당 페이를 받는 직업이라 시간이 돈이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모집은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질병
경험을 말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있었다. 이들은 의료적 불만, 아픈 몸으로 살아
가는 사람에 대한 낙인과 배려 없음에 대해 어딘가 말하고 남기고 싶어했다. 한
연구참여자는 친구를 소개해주며 “산재인데 말할 데가 없다며, 친구가 꼭 반드
시 인터뷰하고 싶어한다”고, “선생님 일정에 맞출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
눈덩이 표집 역시 누가 섭외에 적극적인가, 누가 누구를 섭외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다른 연구참여자 소개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여성
들인데, 주로 20-30대 비혼 여성들과 전업주부들이었다. 20-30대 비혼 여성들은
“젊은이들도 아픈데 통증은 어르신들의 병이라 생각한다”는 연구목적 설명에
강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이들은 “친구 중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친구가
한 명 있다”며, “이 친구와 주로 아파서 겪는 고민과 정보를 나눈다”며 바로 그
친구를 소개해주었다. 전업주부들은 통증을 지닌 지인들 중 연구에 도움이 될
사람이라며 한두명을 나름의 기준으로 추천했다. 이들이 소개해 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소개자보다 더 많이 아팠고 더 많은 병원을 다닌 사람이
다. 소개시켜준 이들은 자신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통증 경험이(인터뷰하다 보면
그리 사소하지도 않지만) 연구에 도움이 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더 도움이 되
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며, 자신보다 더 많이 아팠고 더 많은 병원 치료 경
험이 있거나 다양한 치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었다. 둘째, 통증으로 아
파본 지인들 중 “진짜 아픈데 병원에 안 가는 친구”이다. 소개시켜준 이들은 인
터뷰를 하며 꼭 자신들의 지인을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아라”고 설득해주길
바랬다. 면담자가 인터뷰 후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병원 치료를 권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부가적 바램이었다. 50대 이상 여성 연구참여자들 역시 또 다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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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의 소개에 적극적이긴 했으나, 그들이 추천해 주는 경우는 대부분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이었다. 지인들 대부분이 만성통증을 기본을 가
지고 있으나, 다른 만성질환을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여기기에 연구참여자로 추천
하기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이 “통증하면 얘가 유명해”라며 지인들을
적극 소개해주었으나, 그렇게 소개받은 이들은 이미 통풍 진단을 받은 이들이었
다. 이들 기준에서 극심한 통증을 지닌 사람이며 제1의 건강문제가 통증이라는
관찰 때문이다.
특히 남성 연구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남성들은 공고문을 보고 자발
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기보다 눈덩이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이들을 소개해준
사람들은 가족구성원(누나, 엄마, 딸 등), 애인, 가족구성원의 친구이다. 남성 연
구참여자들은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하길 꺼려했다. 그 이유는 첫째, 아픈 이
야기를 친구나 동료, 지인과 한 적이 없어 누가 아픈지 모르며, 둘째, 자신이 “이
런 인터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3. 자료의 생산: 구술생애사 면접과 심층 면접
면접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였다. 면접은 연구참여자 당
1회에서 3회로 이루어졌고, 면접 시간은 1시간 반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소요되
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 예비조사로 2017년 6월에서 12월까지 총 3명을 인
터뷰하며 연구참여자 선정, 인터뷰 전략, 질문지 등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성통증이라는 개인의 질병 경험과 그 해석을 생애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는 점뿐
아니라 공개모집으로 연구참여자를 만나 최소한의 정보(진단명, 통증 부위 및
기간, 나이, 성별)만을 알고 면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면접전략의
설계를 요했다.
1차 면접은 내러티브 면접으로 연구참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했
는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이야기꾼이라 판단되면 우선 자신이 만성통증과
살아온 이야기를 구성하게 하였다. 1차 면접의 첫 질문은 “처음 통증이 생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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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경험을, 치료하거나 치료하지 않거나 등, 지금까지 통증과 살아온 이야기
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러티브 면접기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와 1회 면
접을 한 후, 자신의 질병서사를 생애를 관통하여 이야기하는 경우 생애사 면접
로 전환하였다. 1차 면접에서 질병서사에 대한 구술생애사 면접을 해야할 연구
참여자라 판단되면 구술자가 이야기 주도권을 갖게 하였다. 구술자 스스로 자신
이 살아온 이야기, 특히 통증과 살아온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에서 이야기된 통증 경험을 시간 순으로 물어
보며, 1차 면접에서 이야기한 당시 질병 경험을 재질문하였다. 1차 면접에서 언
급한 당시 통증(진단명 혹은 구술자가 명명한 통증명)과 치료 경험, 그리고 당시
구술자의 삶에 대해 2차 면접에서 구술자가 구성한 질병이야기에 대한 비구조
화된 질문을 하였다. 3차 면접은 1차와 2차로 파악된 질병서사와 질병경험을 바
탕으로, 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의미, 가치관 변화 등에 대해 질문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25명 중 10명이 구술생애사 면접에 적합한 이야기꾼이라
판단되었다. 1차 면접 후 동의를 얻어 10명 중 8명이 구술생애사 면접에 참여하
였다.
이들 이야기꾼들의 면접은 두 시간씩 3번 이루어졌다. 내용적으로는 구술생
애사 인터뷰로, 면접 기법으로는 내러티브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러티
브 면접은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의 내러티브를 이끌어내는 기법으로(Schtu"ze,
1976: Flick, 1995[2009 역]: 188)” 내러티브 생성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참여자
가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면담자의 방해 없이 최대한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5) 본 연구에서도 내러티브 면접으로 구술자의 서술 형식, 사건의 주관적
해석과 자기 표현, 표정과 몸짓 등이 자유롭게 드러났다. 만성통증 경험은 개인
15) 내러티브 인터뷰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관해 말할 때 수치심, 이해 관계 때문에
일상의 대화나 통상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행위의 동향까지 즉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이끌어내는 인터뷰이다. 내러티브 인터뷰는 첫째, 자립적으
로 내러티브가 이루어지며,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셋째, 내러티브 표현과 구술된 경험 사이 상관 관계를 가정하기에, 다른 인터뷰 양식들보
다 더 풍부한 자료를 만든다(Flick, 1995[200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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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잡한 해석을 포착해야 하며, 내밀한 현상과 그에 관한 사유는 자기 삶 속
구체적인 사건들에 근거한다. 내러티브 면접은 만성통증 경험이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흐름을 통해 자기 삶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만들었는지 드러내는 데 적합
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서사를 스스로 구성하는 이야기꾼인 연구참여자
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생애사 면접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연구자의 첫 질문에 짧게는 10
분에서 길게는 57분 동안 자신의 통증과 관련된 생애 이야기를 쉬지 않고 말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발병과 치료를 주로 이야기하고, 과거
병력은 짧게 “언제 어떻게 아파 치료하였다” 정도로 간략히 첫 질문에 대답하였
다. 하지만 생애사 면접 참여자로 선정된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질병서사를
구축하였다. 즉, 1차 면접 과정에서 구술생애사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한 기준은
구술자의 구술성(orality)이다. 첫째, 자신의 질병서사를 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거나 둘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 일화를 연
극적으로 말하고 셋째, 생애사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이이다. 1차 면접이 끝
난 후, 이야기꾼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2번의 추가 면접
을 제안하였다. 2인을 제외하고 모두 인터뷰에 응하였다. 거절한 한 명은 면접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1주일 후 외국으로 떠나 일년 간 체류하여서, 다른 한 명
은 2차 면접에 동의하였지만 통증이 심해져 몇 달간 거동하지 못하여서이다.
1차 면접에서 이야기꾼이 아니라 판단된 연구참여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 자
신의 통증(들)이 언제 시작되었고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주로 이야기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따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만성통증 경험에 대한 해석, 만성통증이 삶에 끼친 영향 등을 들었다.
연구자는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 문의 및 참여 연락이 오면, 연구 목
표와 인터뷰 내용과 방식을 안내하였다. 문의 전화의 절반 정도만이 실제 면접
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가 편한 면접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였는데, 주로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와 직장 근처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은 서울대 IRB
규정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1704/002-008).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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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연구자는 연구설명문을 읽으며, 섭외 과정에서 이야기하였지만 다르
게 이해할 수도 있기에 다시 연구 목표와 방식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인터뷰 내
용 및 녹음에 대한 동의, 인터뷰 이후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 연구 참여 중단
및 거부 등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모든 면접은 녹음하였고, 때때
로 연구참여자가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하는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요청으로
녹음을 중단한 채 이야기되었다.

<표 1> 심층면접 진행

16)

이름
(가명)

나이(면접시)

성
별

1 김민재 24세(94년생) 남
2 이현영 26세(92년생) 여

통증(기간)

동반질환16)
및 수술력

손목 어깨

면접일시
6월 13일

통증(11년)
손목 어깨

6월 14일

통증(3년)
심장수술(20

3 김혜리 26세(92년생) 여

허리 통증(8년)

년전), 허리

6월 20일

시술(6년전)
4 장슬기 26세(92년생) 여
5 나상호 28세(90년생) 남

6 이승우 29세(89년생) 남

허리 통증(7년)

6월 24일

손목 어깨

2월 20일

통증(1년)
손목 어깨 통증
(7년)

종아리
수술[파열]
(9년 전)

7 홍혜지 29세(89년생) 여 손목 팔꿈치(3년)
8 임선주 29세(89년생) 여

9 정태욱 30세(88년생) 남
10 이민아 34세(84년생) 여

손목 어깨
통증(13년)
어깨 손목
통증(10년)
발목 통증(1년)

6월 11일
6월 11일

손목결절수술
(10년전),

우울증(3년)
비염(15년)

6월 11일,
18일, 25일
7월 4일, 6일,
16일
7월 19일

16)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졌을 때, 이 질환을 동반질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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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수지 34세(84년생) 여
12 한채린 35세(83년생) 여
13 정보람 39세(79년생) 여
14 지소연 39세(79년생) 여
15 문미라 41세(77년생) 여
16 최유리 42세(76년생) 여
17 이은미 43세(75년생) 여

전신 통증(6년)

피부질환(6년)

어깨 허리
발목 골반 허리

17년 12월 4일

통증(22년)
통증(3년)
허리 어깨 팔
다리 통증(20년)

이명(2년)
우울증(4년)

허리 통증(8년)
허리 목

20 박은진 45세(73년생) 여
21 손화연 46세(72년생) 여

17일, 10월 5일

17년 6월 19일,

화상(36년 전)

통증(22년)
19 조유민 44세(74년생) 남

7월 10일,

7월 14일

통증(5년)
손가락

7월 3일

7월 11일

허리 팔 어깨
18 김서연 43세(75년생) 여

7월 5일
6월 15일

통증(4년)

허리 어깨

6월 21일,

18년
5월28/30일

어깨, 손목

9월 26일

통증(3년)
허리, 목, 어깨

6월 10/17일,

통증(25년)

7월 8일

허리, 목, 어깨,

갑상선항진증

6월 22일,

다리 통증(24년)

(7년)

7월 11/27일

22 조소현 47세(71년생) 여

통풍(19년)

7월 13일

23 송범근 57세(61년생) 남

통풍(23년)

6월 25일

24 양효진 58세(60년생) 여

허리(30년)통증

허리 시술(1년
전)

7월 4/13/20일

고혈압(10년)
25 임명옥 58세(60년생) 여

허리(8년) 통증

/허리시술(1년

7월 4일

전)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녹음 중단을 요청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음되었
고 녹음된 자료는 모두 전사되었다. 연구자는 녹취록을 직접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몸짓,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 요소로 표현된다. 녹음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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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수 없는 몸짓의 재현이 중요하기에, 연구자는 면접 당일 녹취를 풀었다. 몸
짓은 면접 과정에 메모하거나 연구자가 혼잣말로 추임새를 표현하여 녹음되었
다. 면접 후 연구자가 혼자 있을 때 동작을 따라 하며 구술자의 정확한 몸짓을
기억하려 했다. 구술자 몸짓(동작을 사용한 표현)의 텍스트화는 몸의 경험을 설
명하고 재현하는 효과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면접 후 면접 후기를 작
성하였다.

4. 연구참여자 특성
생애사 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6개월 이상 ‘와병’ 경험이 있다는 공통
점을 지녔다. 이들은 모두 만성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참으며 일하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휴직이든 휴학이든 퇴사든 가사/
돌봄노동의 중단이든 이들 모두 통증으로 사회적 활동을 중단한 채 환자로 지
냈다. 이들은 이 시간 동안 왜 나에게 통증이 생겼을까? 통증은 언제가 시작이
었을까? 오늘의 통증과 어제의 통증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오래 간 이런 질
문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연구자의 첫 질문에 이미 자신의 통증과
삶을 시간에 따라 서술하였다. 즉 자신의 질병 경험을 생애 맥락 속에 위치시키
며 질병 의미에 대한 자기반성적 싸움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사람들이다. 이들
의 만성통증 기간은 최소 6년에서 최대 30년이다.
생애사 면접에는 포함되지 않고 1차 면접만을 진행한 이들은 최소 1년에서
11년까지 만성통증을 경험했다. 통증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진통
제를 먹으며 경력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통증으로 일상과
여가, 교우관계는 포기하였지만, 일은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은 만성통증 치료
와 관리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였다. 연구자가 만성통증으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갈등과 협상 경험에 대해서는 바로 이야기하지만, 만성통증으로 인
한 자아정체성과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답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통증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라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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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통증을 일상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하면 “순간 짜증스러워
져” 일상의 자잘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들에게 통증은 주요한 건강
문제이지만, 그들의 주된 고민거리는 통증/건강이라기보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경력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참여자 현황
이름
(가명)

나이(면접시)

성
별

가족구성원
직업력(발병 당시 / 현재)

혼인상태/동거
인

중학생 / 보험사
1 김민재

24세(94년생)

남

사무직(계약직), 프로게임

비혼/ 1인가구

선수
고등학생 / 광고업

2 이현영

26세(92년생)

여

3 김혜리

26세(92년생)

여

4 장슬기

26세(92년생)

여

고등학생 / 무용수(프리랜서)

비혼/ 부모

5 나상호

28세(90년생)

남

회사원(비정규직)

비혼/ 1인가구

회사원(정규직)
고등학생 /
통번역사(프리랜서)

비혼/ 부모
비혼/ 1인가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
6 이승우

29세(89년생)

남

중, 바리스타 / 무직

비혼/ 1인가구

(해외취업 준비)

사무직 / 무직 (해외연수

7 홍혜지

29세(89년생)

여

8 임선주

29세(89년생)

여

9 정태욱

30세(88년생)

남

10 이민아

34세(84년생)

여

대학원생

비혼/ 1인가구

11 김수지

34세(84년생)

여

대학원생 / 연구원(비정규직)

기혼/ 배우자

12 한채린

35세(83년생)

여

보험업 회사원 / 전업주부

13 정보람

39세(79년생)

여

고등학생/ 예술계 프리랜서

준비)
중학생, 기자 / 대학원생
대학생, 무직, IT계 회사원
/무직

- 46 -

비혼/ 부모
비혼/ 부모
비혼/ 부모

기혼/ 배우자,
자녀(6세,2세)
비혼(이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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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소연

39세(79년생)

여

15 문미라

41세(77년생)

여

16 최유리

42세(76년생)

17 이은미

디자이너 / 전업주부

기혼/ 배우자,

고등학생, 학원강사 /

자녀(10세,3세)
기혼/ 배우자,

여

전업주부
학원 강사(비정규직)

자녀(12세,10세)
비혼/ 부모

43세(75년생)

여

공무원(정규직)

18 김서연

43세(75년생)

여

대학생, 시민단체/ 전업주부

19 조유민

44세(74년생)

남

회사원(정규직)

20 박은진

45세(73년생)

여

은행원(정규직)

기혼/ 배우자,
자녀(9세,7세)
기혼/ 배우자,
자녀(14세,11세)
기혼/ 배우자
기혼/ 배우자,
자녀(14세,11세)

사회복지사, 전업주부,
21 손화연

46세(72년생)

여

방과후강사

기혼/배우자,

/사회복지사(비정규직,

자녀(13세,11세)

주3일근무)
22 조소현

47세(71년생)

여

자영업, 식당 종업원 / 무직

비혼(이혼)/
1인가구

기혼/ 부모,
23 송범근

57세(61년생)

남

대학교수(정규직)

배우자,자녀(20
대)

유치원 급식조리원 / 마트
24 양효진

58세(60년생)

여

포장 (비정규직, 주20시간
근무)

25 임명옥

58세(60년생)

여

전업주부

비혼/ 애인,
자녀 (31세)
기혼/ 배우자

5.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서사분석과 현상학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전체 25개
의 인터뷰 자료에 대해 현상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질병 경험과 경험
에 대한 이들의 의미화를 읽어내기 위해 밴 매넌의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분석
하였다. 우선 원자료를 각각 의미의 덩어리로 분류하고 이 의미를 축약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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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붙이고, 다음으로 이를 유사한 범주들을 모아 범주화한 후 범주화된 원자료
를 다시 분석하여 학문용어로 전환하였다(Van Manen, 2000). 이러한 현상학적
분석은 각 사례의 만성통증 경험이 가진 특수성과 공통성을 드러내며, 각 사례
의 경험이 놓인 한국사회의 만성통증과 관련된 사회적 구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서사분석의 결과는 6개의 생애 이야기 자료의 분석결
과다. 질병서사 각 사례가 구술한 질병서사의 중심 주제와 그들의 서사구성방식
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들의 서사구성방식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주
목했다. 서사구성방식의 패턴을 통해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생애사 재구성법으
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생애이야기 자료를 서사구성방식으로 분
석하는 이유는 질병 서사 속 섞여진 서사적 잔해들의 가닥들을 분류하여 아픈
이들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게 만들기(Frank, 1995[2013]: 161-163) 위해서이다.
서사구성방식은 연구자가 구술자에게 서술의 주도권을 주자, 구술자들이 “만
성통증과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구성한 플롯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다. 이 분석은 진스버그(Ginsburg, 1989)의 서사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인류학자 진스버그는 줄거리와 이야기의 대비를 통해 미국 다코타주 임신중절
을 찬성하는 여성과 반대하는 여성 35인의 생애사를 분석한다. 구술자가 내러티
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이야기 내용
(story)와 플롯(plot)로 구분한다. 내러티브의 재료는 이야기(story)이며, 이 이야기
를 화자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재배열하는 방식이 플롯이다. 무엇을 어떤 플롯
에 따라 이야기하는지에 주목하면, 이들의 질병서사가 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생애사 인터뷰를 한 여덟 사례와 심층면접을 한 열일곱 사례가 본 연구의 분
석대상이다. 전체 25개 사례는 현상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2장과 각
서사 유형의 사회적 고통에 관한 주제 분석에 함께 활용되었다. 생애사 인터뷰
한 여덟 사례 중 여섯 사례는 본인의 질병경험과 자신의 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
라 적극적으로 서사화하였다. 그러나 두 사례의 경우 뚜렷한 생애사의 서사구조
가 부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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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덟 명의 생애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질병서사를 생애구조로 서사
화한 여섯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 두 사람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과 해석을 생애의 시간순서에 따라 이야기하지 못 하였다. 두 사
례의 공통점은 지금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 생애 전체에 대해 조망하
고 이야기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양효진의 경우 과거 경험은 현재의 아픔
과 비교하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현재의 고통만 이야기되었다.17) 양효
진의 서사는 만성통증이라는 몸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불확
실함으로 목적지나 방향이 상실된 채 나열된다. 문미라의 경우, 아팠던 과거 경
험은 무의식적으로 잊고 살았고 의식적으로 단절했기에 이야기를 할수록 혼란
을 토로했다.18) 문미라의 서사19)는 끊임없이 자아-이야기로 돌아가지만 서사적
17) 양효진은 58세 여성으로 30여년 전 “처녀 때부터” 허리와 등 통증으로 오래간 자주 병원
에 다녔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터뷰 당시 자신의 관심사로 수렴하였는데, 바로 재수술이
냐 재활치료 전문 한방(혹은 한양방 협진) 병원이냐는 치료 선택의 문제이다. 그녀는 1년
전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하였지만, 6개월 전부터 다시 통증이 심해지자 이 고민에 몰두하
였다. 과거 질병 경험은 “지금에 비하면 아픈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되곤 했다. 현재 몸
의 고통은 기억을 붕괴시키며, 현재와 미래의 관계 속 과거를 조망하며 기억할 수 없게
만든다. 양효진의 질병서사는 서사적으로 잔해였다. 경험하였지만 형언하기 어려워했다.
자신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은 장면들을 이야기하지만 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화
하지는 못 했다.
18) 문미라는 41세 여성으로 청소년기에 처음 통증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1차 면접 시 최근
10년간 통증 경험만 이야기하였다. 1차 면접을 마치고 연구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문미라는 20대에 통증으로 치료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문미라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연극
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구술성이 좋았기에, 연구자는 20대 만성통증 경험을 듣고 싶다고
추가 면접을 제안하였다. 문미라는 흔쾌히 동의하였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10대와 20대
통증 경험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2차 면접을 한 그날 저녁, 그녀는 연구자에게 문자를 보
냈다. 인터뷰를 하며 잊고 지냈던 당시 기억들이 떠올랐고, 인터뷰는 “자신에 대해 좀 더
깨닫게 되었고”, “상처투성이의 맨탈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며 3차 인터
뷰 약속을 연기하였다. 몇 달 뒤 그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만 불현듯 출현하는 여러 문제들(자녀 양육과 배우자 그리
고 경제적 문제들)로 그 고민은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지낸다고 이야기했다.
19) 그녀의 질병서사는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살아진(Frank, 1995[2013]: 98)”것으로
프랭크의 “혼돈의 서사”의 대표적 사례이다. 프랭크는 질병 서사를 복원의 서사, 혼돈의
서사, 탐구의 서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복원의 서사는 복원의 플롯을 가지며,
혼돈의 서사는 삶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상상하는 플롯을 가지며, 탐구의 서사는
아프다는 것의 대안적 방식에 대한 탐색을 하며 성찰적 반성의 플롯을 가진다. 혼돈의 서
사는 “순서 없는 시간, 매개가 없는 말하기,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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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가 불분명하였다. 질병은 서사가 상정하는 시간성을 파괴하기에, 아픈 이들
의 이야기는 “서사적 잔해(narrative wreckage)(Frank, 1995[2013])”로 가득하다. 질
병은 개인의 삶의 단절이나 중단으로 경험되며, 삶을 구성하는 연속적 감각인
기억의 와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20)하며 서
사의 인과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화자와 청자의 관습적 기대는 질병 서사에
쉽게 적용될 수 없다.
뚜렷한 서사 구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두 사례의 경우, 서사적 주체의 현상태
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됨을 알려준다. 두 연구참여자와 인터뷰는 과연 만성통
증이라는 질병 경험을 말할 수 있는/없는 이는 누구인지 질문을 남겼다. 만성통
증을 지닌 채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서사화한다는 것은 이들이 만성통증을 지닌
몸을 표현하고 설명할 언어를, 만성통증을 지닌 몸에 관한 납득할 설명을, 그러
한 자신의 삶과 생애에 관한 자기 이해를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6명의 구
술자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성찰적으로 부여잡으며 끊임없는 자기반성적 싸움
을 놓지 않은 것이다. 연구자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그 해석을 사회에 전하고자
말하기를 실천한 것이다. 이들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인 동시에 목격자이며 해석자이다.

7.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본론은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은 연구참여자들의 질병 서사를 분석
하여, 이들이 풀어내는 몸과 자아 경험을 살펴본다. 이 서사 속에는 자신의 몸이

상태로 자신에 대해 말하기라는 반-서사anti narrative(Frank, 1995[2013]: 198)”이다. 프랭크
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서사 유형을 장르라기보다 “개인적 질병 서사의 하위 장르
(sub-genre)(ibid, 15)”라 명명한다. 이는 문학적 용법에서 장르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개인
의 이야기들에서는 이 서사유형들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세 가지 서사 유형의
명명이 난파된 이야기 가닥 속 서사의 특수한 긴장과 가치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20) 서사 속 시간은 직선의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현재의 자신이 제시하는 삶의 맥락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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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적인 것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타인에게 설명하며 살아온 경험, 즉 자기 정
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경험이 담겨져 있다. 특히,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이 겪는
일상적 곤경과 협상의 방식들을 밝혀내고 몸의 언어를 발굴해가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이들의 고투에 주목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왜 이들의 질병서사가 자
신에 대해 설명하기로 이야기되는지, 그 곤경을 제기하는 과정을 다룬다. 2절은
이들의 질병서사에서 불가해하고 비가시적이며 예측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한
만성통증과 만성통증을 지닌 나, 나의 삶을 어떤 은유를 통해 전달하려 하는지
를 살펴본다. 이 비유들을 통해 이들의 자아, 삶,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주
조하는 사회에 대한 이들의 해석을 규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 5장에서는 각 장마다 서사구성방식에 따라 분류된 질병서사에 속한
두 명의 생애사를 생애사 재구성 방식으로 제시하며, 이들이 자신의 만성통증과
만성통증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기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는가를 살
펴본다. 그 후, 각 서사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유사
한 주제가 나타나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을 함께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장은 생애사 연구참여자들의 서사구성방식에 따라 만성통증 질병서사 패턴
을 유형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그 후,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불가해함에 맞서
는 “인정의 서사”를 분석한다. 2절과 3절은 인정의 서사에 속하는 김서연과 김
수지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 인정의 서사에서 주요한 갈등으로 드러난 여성
들의 만성통증을 향한 불신은 4절에서, 돌봄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는 5절에서
다룰 것이다.
4장은 만성통증의 통제불가능성과 만성성 그리고 의료적 불확실성에 맞서는
“치료의 서사”를 분석한다. 1절은 박은진, 2절은 정태욱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였
다. 치료의 서사에서 주요한 사회적 고통으로 나타난 남성들의 만성통증 숨기기
는 3절에서, 치료 공간에서 합리적 의료소비자를 둘러싼 문제는 4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5장은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에 맞서는 “조정의 서사”를
분석한다. 1절은 손화연의, 2절은 임선주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 조정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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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주요한 사회적 고통으로 이야기되는 젠더화된 역할과 기대의 협상은 3
절에서, 일터에서의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문제는 4절에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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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은 비가시적이며 측정가능하지 않기에, 통증을 지닌 이들은 자신의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생의학으로 진단명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에,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학적 비규정성은 이들이 의료진, 지인들에게 자신의 통증을 끊임없이 말하게
만든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증상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서사 속에는 자신
의 몸이 병리적인 것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타인에게 설명하며 살아온 경험, 즉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경험이 담겨져 있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세
계 속 열린 존재(e^tre au monde)(Merleau Ponty, 1945)”로 몸을 매개로 세계와 관
계를 맺으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끊임없이 살
아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몸(soma)과 영혼(psyche)을 구분한 플라톤부터 이
성을 주체로 몸을 객체로 여겨온 것에 반하여, 세계에 거주하고 외부세계를 지
각하고 실천하는 인격적 자아의 기반으로 신체적 자아에 주목한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질병서사를 분석하여, 이들이 풀어내는 몸과 자
아 경험을 살펴본다. 불가해한 통증을 지닌 나를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과제 앞
에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몸의 언어를 구성해 낸다. 몸을 괄호치고 사유의
방향을 바꾸거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다채로운 비유의 언어들을 찾아낸다.
이 장의 분석을 통해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이 겪는 일상적 곤경과 협상의 방식
들을 밝혀내고 몸의 언어를 발굴해가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이들의 고투를
드러내고자 한다.

1절

자신을 설명하는 곤경

질병서사에서 이들의 사회적 곤경은 불가해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를 설명해
야 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telling story)은 자신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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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giving an account)과는 다르(Butler, 2005[2013]: 26)”지만, 이들에게는 그렇
지 않았다. 아픈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이고 왜 자신이 계
속 아픈지 이야기해야 하기에, 결국 자신의 고통겪기에 대한 인과성을 만들어내
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비가시성, 불가해성, 예측불
가능성, 통제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만성통증을 지
닌 나를 설명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 불가해한 통증을 지닌 나
불가해한 통증, 그러한 통증을 지닌 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곤경의 핵심으로 이야기된다. 의료적 불확실성과 통증의 불
가해함은 이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을 설득시
켜야 하는 어려움을 낳는다.

몸이 아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울하잖아.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고. 원인을
모르는 게 되게 답답하고. 그러고 몸이 덜 아플 때도 왜 덜 아픈지도 모르겠고. (웃음)
좋아지면 왜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나빠지면 왜 나빠지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게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인제 (들뜬 목소리
로) 그런 반응 되게 있어.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되게 물어봐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원
인이 뭐냐”고 자기들이 있잖아.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잖
아. 나도 할 수 있는 대답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잖아. (웃음) 그런 거. “아 답
답하다”고 막. 그 사람들은 (톤 업) “별 일 다 있어. 원인도 모르고” 이러고 얘기하고 가
면 끝인데. (차분한 목소리로) 나는 항상 그 상태니까. 사실 남이랑 이야기해도 시원한
기분도 안 들고 타인을 답답하게 하고 (작은 목소리로) 나는 더 답답하고. [정보람]

만성통증을 향한 낙인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족, 친구와 같은 친밀
한 관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정보람은 일 년 넘게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만 지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는 자신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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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마저 “답답”하게 만들었다. 당시 정보람의 제 1과제는 만성통증이 나아져
숙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겨우 이동할 수 있는 몸이 되자 만났던 친구들에게 그
동안 왜 만날 수 없는지 이야기하려 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이해될 수 없는 것,
친구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이
야기하기는 불가해한 만성통증이 왜 자신에게 발생하였고 지속되는지를 설명해
야 한다. 설명하기의 서사는 자신의 경험에 논리적 인과성을 만들어 청중에게
이야기하여야 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나, 숱한 치료에도 뾰족한 효과가 없는 질
병 경험에 관한 정보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만 남긴다. 이는
청중들이 서사의 논리적 인과성에 따라 그것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판단하며 듣
기 때문이다.
자신을 설명하는 곤경은 불가해한 통증을 설명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즉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외부를 노크해. 근데 외부에서는 들어주
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 아픔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별
거 아냐. 이유가 없어. 마음을 편안히 먹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
통의 볼륨 사이즈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레벨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까 사실은 그런 것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정도의 고통을, 만약 레벨 오
인데, 어제는 레벨 칠이였는데 오늘은 레벨 일인데 나는 매일매일 다른 고통을 느끼잖
아요. 누구도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미라]
집에서 혼자 또 이제 화가 나니까 또 중얼중얼하는 거죠. (웃음) 참 말할 수 없는 거
지만, 너무 힘들고 아픈 거다. 그리고 나는 아프지만 아픈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만
큼 하는데 이게 나로서는 최선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침
묵) 하아. 그렇죠. “왜 운동을 안 해?” 평생 운동을 안 하고 살던 사람한테는 운동하는
게 참 힘들다. 내가 배운다는 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처음에 사진을 배울 때
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너무 못 찍어서. 찍어오면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고는 쟤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면서 나
는 그 배움이 즐거웠고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에게 정말 힘든 건 운동 (웃음) 운동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고. 내가 살려고 정말 극한 지경에 가기 전에는 잘 안 되는 게 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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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게을러서 운동하지 못 한다.”는 말로 퉁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손화연]

자기관리담론은 이들이 자신의 통증과 그 만성화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에, 이들은 여전히 아픈 나를 이야기할 때 고통의 원인이 나일 수 있다는 전제
에 대해 수용하거나 반박해야 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나” 그리고 “나는 왜 만성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안타깝게도 질병의 원인과 상황의 책임
은 화자인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 문미라 역시 불가해한 만성통증에 “마음 편
하게 먹”으면 낫는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 조언은 마치 질병이 “마음 편하기 먹”
지 않는 자신의 잘못처럼 여기게 한다. 손화연은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해 이야기
하면 “왜 운동 안 해”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근대 사회에서 몸은 개인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며, 숱한 선택들 속에서 성찰적으로 구
성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통증은 적절한 자기 관리와 휴식, 바른 자세 유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사회적으로 여겨진
다. 만성통증은 자기관리의 실패와 엄격한 자기관리 방식의 필요로 해석되는 것
이다. 자신의 몸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 하여 스스로 통증을 야기하거나 혹은 통
증을 여전히 치료하지 못했다는 낙인은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과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시선 때문이다.
만성통증을 지닌 나를 설명하기는 아픈 이에 대한 낙인과 자기관리담론이라
는 일군의 도덕적 규범들을 경유하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라는 존재의 사회적 조건들과 아픈 나를 조건 짓는 도덕적 규범
들 사이에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불가해한 통증을 지닌 나에 대해 설명하는 곤경을 일방적으
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경험과 해석은 피해의 언어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나를 설명하기의 어려움을 화자인 자신의 잘못도 청자의
잘못도 아닌 만성통증이라는 질병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심각하게 어딘가에 문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징후로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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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미루죠 병원 가는 거. 팔꿈치가 이렇게 아
프면 폐암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발가락이 이렇게
줄이면 뇌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런 식으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저는 미루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미루고 있다고.
왜 미루냐고 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침묵) 그니까 안 아픈 건 뭔데? 그런 거 있잖
아요. 아픈 것과 안 아픈 것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없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문미라]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차라리... (잠시 침묵) 근데 그런 생각은 아주 너무
스트레스 왕창 받았을 때 상대가 나한테 갖고 있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아우 차라리 내가 누구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병명
이 있으면. 하하하하하하 (웃음) (소리 치며) 내가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텐데. (면
접자: 암이나) 어어.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내가 차라리 그 시선 받는 게 낫지 아
픈 거 싫다. [손화연]
피를 흘려야 해요. 피를 흘리는 붕대를 둘둘 싸고 있는 병에 걸려야 쟤가 아프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그래야 배려를 받지.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건 아픈 축에도
안 드는 거죠. 제 삼자가 봤을 때는, 나만 아픈 거죠. [박은진]

문미라는 만성통증은 “심각하게 어딘가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징후”가
아니기에, 손화연은 “누구한테 당당할 수 있는 병명”이 없기에, 박은진은 “피를
흘리”고 “붕대를 둘둘 싸고 있는 병”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아픈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이는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불가
해함이라는 특성으로 이해하려 한다. 설명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도 이해하지
못한 타인을 비난하지도 않으려 한다. 이러한 해석은 아픈 나를 설명해야 하는
곤경이 나를 향한 비난과 불신이라기보다 질병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이고, 더 이상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불가해한 통증을
설명해야 하고 그 통증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상황은 이들의 자아정
체감을 훼손하기에, 이들은 그 화살을 자신에게서 질병의 특성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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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전략을 취한다.

제가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주방에서 치킨도 튀겼거든요, 배달도 하고 붙이고
도 하고. 그 것도 육년을 했어요. 많이 힘들더라구요. 거기다 제가 전단지도, 배달을 전
단지 작업을 많이 해야 하니까. 아파트고 주택이고 아침에는 아파트 주택가에서 붙이
고. 오후에는 청소 아줌마들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붙이면서 내려오
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죠. 걸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걸으면. 그런 제 생활이 그런 거
다 보니까 걷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걷는 걸 지금도 되게 싫어해요, 많이 싫
어해요. 사람들은 “젊은 애가 왜 안 걷냐?”그러는데. 부과적인 설명을 하기 싫은 거예
요. 이유가 있는데. 솔직히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도 발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어쩔 때
는 발바닥이 자기가 마비 오는 것처럼 꼬이는 거예요. 틀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발을 잡아 댕겨야지 마비가 멈추죠. 돌아와요. 그런 경험을 하면 그냥 평소에
밥 먹듯이 하니까 늘상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뿐이예요. 남자만 거의 있는 병이다 보
니까 90프로 이상이 남자고. 진짜 여자는 백명 중 한 명이 걸리니 힘들다고 의사 선생
님도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거를 걸려 있으니 말하는 거 꺼려지는 게 있어요. 설명
자체도 하기 싫고. 어쩔 때는 “발 왜 그런 거야?” “무지외반증이에요” 이럴 때도 많았
어요. “신발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냥 설명하는 것도 싫고, “왜 걸렸어?” 사람
들은 병에 대한 민감한 거 그게 뭔지 궁금해 하고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오랬 동안 그
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뭣 때문이라기보다는 말하는 거 설명하는 거 자체가 싫더라구
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화두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자체는 이야기 안 하고 싶고. 그냥 별 거 아닌 것처럼. [조소현]
사실 제가 많이 좀 제 마음을 많이 찍어 누르고 살았죠. 처음 막 이야기 주제처럼
교통사고 때가 됐든 손목 건이 됐든 지금 어깨 건이 됐든. 다른 데가 컨디션이 전반적
으로 안 좋았을 때 처음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있는데, 그때 잠깐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저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
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겨내야 하는 건 저니까.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
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네요. 그게 지금 그 모습을 만들어 낸 거 같아
요. 그러다보니 표현도 잘 안 했고. 심지어 저는 집에서도 그러기는 한데. [정태욱]

조소현은 통풍으로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 타인에 감지될 때, 낙인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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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무지외반증이라거나 신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병인이 분명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별 거 아닌 것처럼” 이해되길 바라며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았다. 조
소현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궁금해하고” 때로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
체가 싫었다. 자신의 아픔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정태욱은 아픈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으로 점점 아픈 자신에
대해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 그 근거는 “이겨내야 하는 건” 자신이라 간단히 이
야기될 뿐이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과제를 피하는 것은 불가해한 나
를 설명해야 하는 사회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질병서사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만성통증을 지닌 나와 나의 삶에 대해
설명하기로 수렴된다. 불가해한 통증, 그러한 통증을 지닌 나를 어떻게 설명하
는가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곤경의 핵심이다. 의료적 불확실성과
통증의 불가해함은 이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
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낳는다. 만성통증을 지닌 나를 설명하기는 아픈
이에 대한 낙인과 자기관리담론이라는 일군의 도덕적 규범들을 경유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의 사회적 조건들
과 아픈 나를 조건 짓는 도덕적 규범들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한다. 그렇기에 나
에 대해 설명하기의 곤경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만성통증 질병의 특성의 문
제로 여겨지거나, 피해야 할 문제로 이야기된다.

2. 몸을 괄호치고 사회와 낙인으로 나아가는 협상
자기에 대해 설명하기는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고통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들 그리고 질병에 투영된 사회문화적 편견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협상을
요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응 전략으로 아픈 몸을 치료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
재로 여기기보다, 통증을 지닌 몸과 존재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이
야기한다. 아픈 몸을 관찰하지만 그 원인을 둘러싼 질문은 괄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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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통도 일상에 묻히면 묻혔던 거 같아요. 사실 막 바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끌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저의 삶이 너무 지금 되게 무거워서 그런 고통 이
런 것들은 너무 나한테 막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몸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피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아픈데도 아픈 사람이라고 본인을 잘 생각하
지 않거나, 이런 막 고통이 있을 때는 짜증이 나요. 막. 이것이 자꾸 나한테 뭔가를 상
기시키는 거 같아 가지고 고통을 전혀 내가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인 거 같아요. 제
태도가. 근데... (잠시 침묵) 더한 고통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것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관계, 내 몸하고 관계 맺어 본 적도 없고. [이민아]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아프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걸. 지금은 그런 거죠. 내가 이런 고통을 가진 사람이야를 인정해. 그리고 그
거에 대해 충분히 예민하게 높낮이를 파악할 수 있어, 익숙해졌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맞춰 내가 치료는 못 하지만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는 없지만
통증을 조절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마음은 편한 거죠. 이해할 수는 없
죠, 아직도 왜 아픈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으니 화가 났단 말이에요. (소리치며) 왜 왜
아픈 거야, 되게 짜증났거든요. 이게 아픈 것보다 아파서 짜증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
죠. 막 아픈데 설명을 못 할 때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그동안 짜증을 내
봤잖아요. 그니까 통증을 조절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늙어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점점 아파질 텐데 그래도 더 아파지는 게 아니니 다행으
로 생각해야겠다 이런 걸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받아들인 거죠. ‘이해할
수 없어. 왜 아픈 거야?’ 여기서 ‘아프니까 파스를 붙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받아들이면 홀가분해 지는 게 있죠. 누구 탓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때는 거의 발광을
하는 날도 있었어요. [문미라]

이민아는 일상의 다른 문제들로 자신의 통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
력을 멈추었다. 그렇다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통증은 몸 자체
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이다. 몸은 개인의 일상과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별 탈
없이 수행되면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 건강할 때 몸의 기능은 우리 삶의 물질적
배경으로만 존재하지만, 통증을 지닌 이들은 통증으로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수
행할 수 없게 되자 몸의 감각, 이 몸으로 살아가는 문제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아픈 몸의 원인을 찾기보다 더 이상 몸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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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다. 문미라의 통증은 청소년기에는 성장통, 성인기에는 의학적으로 설
명되지 않은 통증이었다.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 관리할지 모르지만 마흔이 되
자 “통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속적인 통증은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왜
아픈지 계속 질문을 만들었다. 그녀는 “아픈데 설명 못 할 때 짜증이” 났다. 이
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 하는 사회적 고
통 때문이다. 마흔이 되니 “늙어가고 있으니” 자신의 통증을 받아들이자 “마음
이 편해”졌다. 그녀는 통증이라는 몸의 욕구와 감각을 해석해야 하며 원인을 찾
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파스를 붙일” 뿐이다. 통증의 원인, 치료,
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문미라의 서사는 단순히 몸의 방
치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은 때로는 여
전히 아픈 몸을 치료나 관리 실패로 자신을 탓하게 만든다. 예민하기에 통증을
호소한다는 도덕적 특성과 결합된 낙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전략은
통증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낙인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러한 낙인이 자기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엄마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어제보다는 괜찮냐?”고 물어봤어. 허리 막 움직이지도
못할 때. “어제보다는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된 거다” 그 말이 굉장히 위안
이 됐어. 먼 미래나 과거가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이잖아. “어제보다 괜찮냐 그러면
된 거다. 어제보다 나쁘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어제보다 괜찮으면 그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그 말이 동의가 되는, 내가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거 같애. 실제도 지금도 어제보다 내가 괜찮은가 그러면 내일도 괜찮겠구
나. [김서연]
내가 아픈 건 어차피 현실이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예요. 내가 병원을 가고
뭘 어떻게 해도 내 몸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있어도 어차피 계속 노쇠하고 내 옆에
있는 부모님만 봐도 계속 아플 거고. 내가 아플 거라는 건 현실인데 그 아픔을 지금까
지는 뭐 약 먹고 억지로 싸우려고 이랬는데 졌잖아요. 어쨌든 한 번 져보고 나니까. 아
이걸 내가 꼭 싸워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아니 어차피 아플 거면 이왕
아플 거면 좀 덜 아프고 즐겁게 아파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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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즐겁게 겪어 낼 수 있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람에서 찾고. 되게 힘들 때 찡찡거릴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울어
도 “아휴, 힘내” 이런 식으로 해줄 사람들이 있고. 나를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받아 들
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이 아닐 수도 있고 제 3자가 될 수도 있는데. [임선주]

통증은 신체적 고통에서 나아가 몸을 매개로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
가라는 세계 속 존재의 문제가 된다.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된다. 아픈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김
서연은 “어제보다 괜찮으면 된거다”는 엄마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그 시기를 지
냈다. 임선주는 아픔과 상처를 없애고 지우기보다 좋은 기억으로 덧입히려 한다
는 한 성폭력 피해자의 유트브를 인용하며, 자신의 통증을 싸우고 극복해야 하
는 대상이기보다 “아픈 건 어차피 현실이고 앞으로 계속 아플 거”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항상 통증을 없애야 한다는 정언명령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
며, 완벽한 사람 완벽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누구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자 “즐겁고 너그러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만성통증은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통증의 강도와 부
위가 달라지더라도 통증을 지닌 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때 통증
을 지닌 존재로 자신을 수용하게 된다. 누구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는, 아플
수 있는 존재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픈 몸에 부과된 자아의 부정적 평가
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몇몇 이들은 세계에 거주하고 외부세계를 지각하고 실천하는 인격적 자아의
기반으로 신체적 자아에 주목하며, 자신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들에 질문한다.

그 생존체력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그냥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
한 체력 같은 게 필요한데. 사실 요즘엔 체육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근력이나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에 체력적인 부분을 좀 그냥 국가적으
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요. (면접자: 너무 너무 안 하죠.) 그니까 운동
들을 안 해요. “왜 왜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운동을 해야 하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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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신이 안 되는데 그런 걸 할라고 하니까, 나중에... 저처럼..,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
로 외부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다치는 거보다,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친구들이 워
낙 많다 보니까. 체력이 부족해서. 계단도 올라가고 하면 엄청 헉헉 거리고 아프다고
하는데. [이승우]
우리 뭐 배운 거야 여태까지? 뭐 배운 거야 학교에서. 안 아프게 살라고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게 최고의 교육인데, 내가 나의 몸을 이해해야 하는데 몸에 대한 공부도 의
사가 되야 몸을 공부하냐고. 몸에 대한 걸 내가 알게, 사회적인 몸도 있고 여러 가지
몸도 있고. 젠더도 있고 타고난 성도 뭔지도 주의시켜 알려주고. 나도 헷갈린 적이 있
단 말이야, 나도 가슴이... 혼자 한다는 게 사실 배운 건 아니잖아. 근데 체육 시간에도
다 몸이 다른데 (목소리 높이며) “너는 왜 이게 안 되느냐”는 둥 혼내고 이런 거 있잖
아. 얘는 이게 최선인데도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몸에 대한 교육 하나도 못 받았구나’ 이러면서 승질이 났
어. 그러면서 아팠으니까 배워서 (웃음) 알게 된 거잖아. 안 아팠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보였을 거 같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거 같은데 그게 너무 절절해서. [김서연]

이들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며 외부에 대한 지각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조건들에 성찰하는 것이다. 이승우는 “생존 체
력”을 요구되는 사회에 대해 질문한다. “먹고 살기 바빠” 운동할 시간도 없는 사
회라며, 일에만 매진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마저 부족한 사회의 문제라
지적한다. 김서연은 특정 스포츠 기술만 연마하는 체육 수업과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만을 다루는 과학 수업 등을 예로 들며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통합된 지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몸이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
라 계발해야 하는 것이며, 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제약들이 다르다는 현실
을 그 근거로 말한다. 그러기에 “학교 수업”을 예로 들며 누구나 배우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몸에 대한 지식과 관리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들은 건강 추구, 건강 관리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을 비판하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 주차공간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해 놓고 (차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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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못 느끼지만 이게 파여요. 눌려요. 근데 이 발작이 왔을
때는요, 약간의 경사에도 온 몸이 글로 이렇게(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다 삐긋하여 팔
뚝이 흔들리며) 되니까 온 몸이 하중을 받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픔
이. 길이 전부 울퉁불퉁하고. 그니까 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인도에 차가 못 올라
가게 하는지.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평면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나와 다른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사회가 장애 사회구나. (중략) 이 사회가 아픔과 장애를 겪는 사람에 대
한 배려가 정말 없는 경우구요. 에스컬레이터도 전기 절약한다고 내려가는 걸 끊어요.
이거는 겪어 본 사람은요 올라가는 건 기어서도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건 완전히 지옥
이에요. 하나를 살리려면 내리는 걸 살려야 해요. 근데 한국의 정책하는 행정하는 사람
들이 전부 관념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정도 없이 역지사지도 못 하고 그런 것
도 없이. [송범근]

송범근은 통풍으로 길 위에 보도블럭과 돌덩이라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아픈 존재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지적
한다. 이러한 경험은 건축과 도시공간 설계가 아픈 이들의 경험을 듣지 않는다
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송범근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순히 건물 엘리베이터만
의 문제가 아닌, 주차, 도로 포장 등 도시 공간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건축뿐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구조가 건강한 젊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질병과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적 장애
를 만들어내기에 송범근은 한국 사회를 “장애 사회”라 명명한다.
자신을 설명하기는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조건과 인간의 몸을 아프게
만들어 내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
력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가 오히려 질병과 장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수행 능
력에 대한 표준화된 기대, 건강한 성인 남성이 표준이 된 사회, 이상적 신체상에
부합하지 않는 몸을 배제하는 문화적 압력 등. 오히려 이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한 사회의 원리가 구성되고 주조되는 방식을 성찰하며 아픈 개인을 탓하는 시
선의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자기에 대해 설명하기는 아픈 이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조건으로 사유의 방
향을 바꾼다. 이들은 불가해한 통증을 지닌 나를 설명하기를 요구받는다.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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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설명해야 하는 곤경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을 계속 질문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아픈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몸을 괄호친 채 자신을 향한 낙인과 사회적 상황을 문제삼기 시작
한다. 이들은 통증을 지닌 몸, 그리고 그 몸에 투영된 사회적 인식, 도덕적 특성
과 결합된 낙인들에 저항한다. 통증이 없는 몸,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몸이
되지 못한 자신을 실패로 바라보기보다, 실제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들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며 외부에 대한 지각을 시작하며 한국 사
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조건들에 성찰한다. 건강관리의 개인적 책임만이
강조되는 사회, 건강한 성인 남성이 표준이 된 사회,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
을 배제하며 아픈 이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이들의 신체적 아픔과 사회적 고통
을 배가시킨 것이다.

2절

비유의 언어와 자기 이해의 노력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는 불가해하고 비가시적이며 예측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만성통증, 그러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 인과성
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들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통증을 의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비유들은 이들이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드러낸다. 이들은 다
양한 배경과 생애사 특징을 지니지만, 만성통증은 주체에 의해 해석되어야 할
경험인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만성통증 경험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아픔과 처지를 적절히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스캐리는 통증, 즉 “육체적
고통은 여느 의식의 다른 상태와 달리 지시 내용을 갖지 않기(Scary, 1985[2018]:
10)”에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고통의 핵심에 언어의 부서짐이 존재하는데(ibid: 9)” 이들은 무엇으로도 통증
을 나타낼 수 없기에 은유를 사용한다. 본 절은 질병서사에 나타난 주요 비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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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며, 이 비유를 통해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만성통증 경험, 자아, 그리고
삶을 둘러싼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따이이따이”: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만성통증의 경우 ‘자가보고’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아파야 병원에
가야하는지 등을 자신이 정해야 하며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 통증을 지닌 이는 자신의 통증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에 “이따이이따
이”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어릴 때부터 아파서, 통증이란 단어를 생각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어릴 때 화
상으로 정말 아픈, 그냥 너무너무 아픈, 이따이이따이 이런 건데. 어렵지 어렵지. 그냥
이따이이따이라니까 정말. (웃음) 뭐 이런 거 있잖아. 표현을 못 해서, 콕콕 쑤셔 절여
빠질 것 같애 이런 것은 아니고. 통증도 원인도 모르겠으니, 왜 아퍼 이러면 나도 몰
라. 이런 거 있잖아. (병원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를 맨날 인터뷰처럼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머리로는 이런 것이 있단다 이러지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아유 맨날 그
렇지 뭐. 표현도 잘 안 되고. [김서연]

김서연은 통증을 “이따이이따이”라 비유하는데, 이따이이따이는 아프다 말하
며 죽어가는 병이다. 이따이이따이병 환자들은 병의 원인도 증상의 진행도 모른
채 아픔을 호소하는 환경병의 피해자로 재현되어 왔다. 김서연은 통증 표현 불
가능성을 “쑤셔, 절여, 빠질 것 같애”라는 통증 증상의 표현으로 국한하지 않는
다. 더 나아가 원인도 모르고 표현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진 이따이이
따이 이미지에 기대어 이야기한다.

(잠시 침묵)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이십대 때는 진짜 심했어요. 진짜. 막 지금처
럼 명확한 통증도 아니었어요. 다리가 저린 건지 아픈 건지 이렇게 무기력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아팠거든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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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걸 아프다고 말하기가 뭐했어요. 왜냐면 쿡쿡 쑤시거나 막 욱씬욱씬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뭉근하게 어디가 무겁고 절이고 떼어내고 싶고 이런 거여 가지고. 근데 그
거를 설명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세히 해보자는 사람도 없었구
요. [문미라]
아픈 건 오로지 혼자 몫이잖아. 글타고(그렇다고)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이러지. 잘
설명하면 내가 도움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잘 설명할 수 없어. 그럴 때 정말 미치지.
“어떻게 아파요?” 물어볼 때, (잠시 침묵) 통증이 그래서 어려운 거 같긴 해. 하핫하하
(웃음)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그 경험에 오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거를 느껴야 어떻게 또
한 번 힌트를 주는데. 상담해주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말로만 가능하니
까 그런 거 있잖아. [김서연]
나는 이때까지 의사 만나러 갈 때마다 그 내가 A4 용지에 타이핑해서 프린트해서
들고 갔어. 그 동안 어떻게 무슨 주사를 맞았고 어디 병원을 가봤고, 증상이 어떠했고
통증도 1부터 10이면 몇이었다 수치로 기록해가지고 들고 갔다니까. 맨날 들고 갔다니
까 의사한테. 맨날 보여줬어 의사한테. 내가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나
싶은 거야. 글자로 봐야 말로 하는 거보다 그게 남잖아. 그렇게 해도 있잖아 의사들은
(웃음) 그 한방병원 그 여의사님이었는데 그 분 빼고는 별로 환자 말을 잘 세겨 듣는다
는 생각이 없는 거 같애. 그래서 수요일 날 갈 때 스티커를 붙이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인체 모양을 그려서 여기여기 아프다고 그림을 그려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 [정보람]

통증이 잘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통증이 불가해하기 때문이다. 문미라는
20대의 통증을 “저린 건지 아픈 건지 무기력한 건지 뭉근한 건지” 등 여러 방식
으로 표현하지만, 그 설명이 자신의 아픔을 적절히 표현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다. 통증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그 변화하는 다양한 감각과 강도를 묘사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의료적 만남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김서연은 의사가 “어
떻게 아파요?”라고 묻더라도 “경험에서 오는” 것을 말로 포착해야 하는 데 어려
움을 느낀다. 통증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다. 통증은 표현하기 어렵지만 표현
해야 하는데, 특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정보람은 자신의 통증을
표현하기 위해 통증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통증 위치를 그림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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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증의 표현 불가능성은 고통의 공유 불가능성으로 이
어진다.
통증의 표현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각이
병리적 현상인지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병원에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위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일 년 동안 침을 맞고 난 후에 트름이 나온 거야. 한 번도 트름을
해 본적도 없고 소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던 거예요. 항상 안 되니까 이게 기
본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픈데 아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픈데 아픈지 몰랐
던 게 되게 많아. 어깨가 막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프지만, 이게 십년 이십년 가
면 이게 일상인 거야. 내가 건강했어 되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무거운 걸 들
어서 확 다쳤어. 이러면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 때는 아픈 걸 느끼는데, 맨날 아프
기 때문에 어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일상인 거예요. [박은진]

스스로 어떻게 아프다 말하기 어렵지만, 아프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각이 아프다는 병리적 현상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몸의 감각과 기능은 오랫 동안 병리적 증상
이 지속되면 아픔은 화자에게는 일상이 되며 일상화된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
이라 여겨진다. 박은진은 자가보고의 어려움을 자신에게 익숙한 소화불량으로
설명한다. 일 년 간 치료를 받은 후 트림이 나오자 “소화가 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며, 이십년 간 지속된 통증은 이 불편한 감각은 이제 병리적
인 것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감각”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고 이 불편한 감각이 일상적인 것 항시적인 것이지만 익숙해졌다고 편안해지지
않는다. 아픔이 없어져야지만 자신이 아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자가보고의 덫
을 드러낸다.

그니까요. 그니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요새 뭐 누가 건강해? 어디 아픈 데 없어?”
“없어” 이러면서 “아우 어깨 아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감기 걸리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죠. 체하지 않은 이상. [양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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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픈데 “어디가 더 아파요?”라고 하면 어디가 아파야 할 거 같은 거야. “다 아
프다”고 말하면 안 될 거 같은 거야. 그 와중에도 내가 판단을 해. 어디가 더 아프지?
어디가 더 아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기가 더 아프다고 말을
잘 못 해요. 여기가 침을 맞고 왔는데 여기도 맞긴 했어요 맞긴 했는데 어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여기가(왼쪽)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아프니까 내일 가야겠다가 이
게 아니라 아이 맞아도 소용없네 이러고 며칠 있어야 겠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설명
잘 못 해. 그리고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오장육부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무슨 검
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문미라]

통증이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질환과 달리 객관적 지표로 아픔이 드러
나지 않기 때문이다. 양효진은 트름과 메슥거림이라는 증상을 지닌 소화불량과
고열, 기침, 콧물 등 증상을 동반하는 감기와 대조하며 통증을 이야기한다. 몸의
변화는 측정가능하여야 하며 관찰가능해야 하지만 통증이라는 개인이 느끼는
불편한 감각은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없기에, 통증을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문미라 역시 통증으로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환자가 판단하고 설명해
야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통증 설명은 치료 방식과 범위를 정하기에 중요
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어려움은 “오장육부 내장에 문제가 생겨 당장 검사해야”
하는 질병이 아닌 통증으로 치료를 미루는 원인으로 이야기된다. 이처럼 통증을
지닌 이들은 통증을 병리적인 것이라 질병이라 인식하기 어려움을 드러낸다. 통
증은 맥박, 호흡, 혈압, 체온과 함께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활력 징후(vital sign)
이라 이야기되지만,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없다. 객관적 지표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후와 달리 환자가 느끼는 감각 안에 위치한 통증은 개인에게는
미스테리로 여겨진다.
통증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이라 판단될 때 부정적 방식으로 묘사된다. 이들
의 질병서사에서 치료 받아야할 통증은 몸의 상태로 표현되기보다 “노화가 아
닌”, “일상적 통증이 아닌”, “남들처럼 아픈 게 아닌”이라 표현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한 감각이 정상적인 몸의 작용인지 아니면 의학적 진단과 처치
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가 아닌”이라는 부정으로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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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지만 노화인 줄 알고 ‘늙으면 그런가? 어?’ 이랬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었죠. 처음에
는 주변에 여자 분은 엄마 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손목이 아팠는데, 팔꿈치가
아파. 어깨가 좀 뭉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니 아픈 게 퍼지는 게 아니냐?”
물어보니 그 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가? 이게 노화 과정이 아니구나. 이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때부터도 병원을 계속 다녔었는데 (홍혜지)

홍혜지는 처음 통증 치료를 받았던 스물 여섯 살의 통증을 “젊지만 노화”로
생각했다. 통증의 원인이 “늙으면 그런 거”라는 노화 과정이 아니면 “이상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병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 이야기된
다. 이처럼 통증 감각과 강도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이들의
통증 서사에서 통증의 해석은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된다. 노화로 인한 통증이든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통증이라는 아픔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통
증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설명은
이들이 통증을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 기억으로는 머리 감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머리를 감을 때 그렇게 샤워기가 이
렇게 (손을 구부리며)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쫙 펴며) 하는 거라서 허리를 숙이고
감았는데 그게 머리 감는 게 십분도 안 되잖아요. 그 십 분이 힘들었는데. 그 거는 몇
년 동안 내내 그랬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좀 이제 머리 감고 일어나면은 아 힘들
다 허리 아프다 느꼈던 거 같아요. 그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은 조금 뻐근
한 정도. 그 때는 통증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때는 주변에서 허리 아픈 사
람도 꽤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김혜리]
아 저 친구도 아프구나. 나도 아픈데. 비슷한데. 근데 이거에 있어서 엄청 정말 큰일
이다 이게 아니라. “어, 아프네. 너도 아프구나. 나도 아팠어.” 이런 식이으로. 네네. 누
구나 감기 걸리고 누구나 금방 낫고 이런 식이니까. “어, 너도 아프구나. 좀 손목 쉬어
야 겠다. 파스를 붙이거나.” 이래야 된다 라고만 하지. 크게 막 어 이거 정말 문제야 라
고 저도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 [홍혜지]
근데 병원 갈 생각도 못 하고 딱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상태로 생각하면 갔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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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그 때는 죽을 만큼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몸으로 애를 보는 걸 당연하다 생
각했던 거 같애. 이런 애 낳고 애 키우는 건 힘드니까 이 정도로 그냥 원래 그렇게 사
는 거지 이런 거? 애에 다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미쳐 세세하게 못 느꼈던 거
같고, [김서연]

김혜리는 허리 통증으로 머리 감기가 몇 년간 힘겨워도 자신의 병을 심각하
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변에서 허리 아픈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이다. 홍혜지는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에게 손목 통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리는” 것이니 “이거 정말 문제야”라고 자신의 통증을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파스를 붙여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김서연 역시 30
대 이후 자신의 통증을 육아통이라 명명하는데, “애 낳고 키우는 건 힘드니” 이
정도의 통증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라 여겼다.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측정을 의미한다. 질병서사는 대부분 얼마만큼 통증을
느껴야 병원에 가야 하는지는 고민과 갈등은 타인의 통증과 대조하며 이야기된
다. 누구나 통증은 달고 사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통증을 아픔으로 해석하
기보다 자연스러운 감각이라 여기게 만든다.

만성통증이라고 하면 통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픈가? 이거를 통증이라고 부를 만한가에 대해서도 일단 일상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왜냐면 내가 어찌됐건 매일 해야 하는 자잘한 일과들이 있는데, 드러눕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몸살이 나서 누워 있어 이러면 ‘아 오늘 아프다’ 하지만, 그렇
지 않고서는 ‘나는 통증을 갖고 있어’라고는 사실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짜증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있든 없든 간에 일상은
일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문미라]
누가 통증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병원에서 진단서 끊지 않은 이상, 질병명
이 나오지 않은 이상,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통증은 통증이라고 말도 안 하
지. 통증이란 단어도 되게 오래 만에 들어봤어요. 아픈 거지 그냥, 아픈 거고 저린 거
고 이런 거지 누가 그거를 “나는 통증이 있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
서 진단명을 받거나 이러면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병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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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죠. [지소연]

문미라도 “드러눕지 않는 이상”, 지소연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통증”
은 “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질병은 고열, 구토, 설사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일상을 파괴하는 이미지이며 이러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아픔은
이들에게 환자 역할보다 “매일 해야 하는 자잘한 일과들”을 우선해야 한다. 질
병은 일상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로 간주하는 이미지는 지속된다. 급작스럽게 발
병하여 고통으로 일상의 일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질병이라는 이미지와 상응하
여 자신의 아픔을 질병이 아닌 것으로 정의한다. 통증으로 아프긴 했지만 “죽을
만큼” 아픔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서사이다. 통증을 지닌 몸은 치료가 필요
한 병리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특정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당연히” “원래 그
렇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은 만성통증 서사에서 자주 등장한다.
질병에 대한 이러한 관점 때문에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은 모순적 상황에
빠진다. 장슬기의 서사는 몇 년간 지속된 통증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라 여기
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아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통증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너
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으니
까 다들 아픈 줄 알고 지내다가, 아니란 거를 성인이 되고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는 엄
청 아픈 것도 아니고 조금 아프면 누워있으면 편해지고. 파스도 붙이고 집에서 제가
언니, 제가 자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마사지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
렇게 사나보다 그러다가. 성인 됐는데 그게 발레할 때보다 힙합할 때가 더 통증이 심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이러지? 엄마랑 대화를 해보는데 어머니가 “그 거는
병원을 가봐야 될 거 같다.”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애들이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알겠
다.”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같다 하고, 파스 붙이고 힘들면
누워있고. [장슬기]

장슬기는 26살 여성으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현재 힙합 댄서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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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파”라는 말하면
다들 “나도 아파”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의 표현 불가능성과 공유
불가능성은 자신의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친구
와 언니들과 서로 마사지할 때도 아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마사지할지만 주로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무용하던 친구들
과는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주된 대화 주제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 했다. 그녀에게 통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며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누워 있으면 편해지는” 일상의 파괴로 여겨지지 않
았기에,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게 아픈 거였구나. 좀 그거를 나이 들고 십대 후반에 느낌으로 왔어서. (병원에 간
거는) 아 그 때는 제가 대학을 춤추는 무용학과로 갔는데. 그 정도 나이 되면 본인에
대해 많이 알아져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통증의 정도
가 좀 다른 거예요. 저랑. 그래서 아 내가 아팠던 거였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
에 허리가 저보다 더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디스크가 터졌
던 애였고. 근데 걔한테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거 병원 가봐야 해.”라고 걔가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조금 생각이 바뀐 거 같아요. [장슬기]

디스크 시술을 받았던 친구가 그녀에게 “병원 가봐야 해”라고 이야기하자 그
녀는 생각이 바뀌었다. 남들이 다들 가진 그런 통증, 춤 연습으로 정상적으로 발
생한 통증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인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통증
이 병리적 현상이고 치료나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역할 수
행의 정상적 반응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통증의 만성성과 제대로 된 치
료를 하지 못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계속 한의원만 다니다가 이상하게 딱 일주일 안에 엄청 심했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아프네 그냥 점점 일상생활 점점 불편해 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역
치를 뛰어 넘는 것같이 갑자기 엄청 아파져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아 사진을 찍어야 겠
다 이런 생각까지 안 했던 거죠. 언젠가 찍어야 겠다 했겠지만 아직 괜찮은데 이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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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갑자기 엄청 아파져서 그 때 처음으로 사진을 찍은 거 같아요. 사진을 그런 거를.
(중략) 예를 들어 진짜 눈에 보이는 거면 가겠는데.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같고. 찾아보니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중략) 아 조금 아
프다 하면 한의원 가자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MRI 찍고 CT찍고 이거는 쉽지 않잖
아요. 그런 거 항상 머리 속으로는 아 내가 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언젠가는 디스크가
걸리겠다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가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급성으로 딱 터지니까.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아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 거죠. 그런 게 쉽지 않죠. [김혜리]
그 거(도수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한 게, 하다 보니 허리하고 목이 잠자도 너무 아플
정도로 누워 있어도 너무 아플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진짜 허리하고
목하고 완전 다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 드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받게
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아팠거든요. 막 앉아 있는 거 자체도 고통이었어요. 누워서 진
짜 잠드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대고 있으면 진짜 아팠어요. (면접자: 그 전에도 아팠을
거 같은데.) 그 전에도 불편한 감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병
원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때
는 진짜 너무 극에 달해서 아 이거는 안 받으면 진짜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극한에 달했어서. 극한에. [김민재]

김혜리는 통증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역치에 달했다”고 여겼고, 김민
재는 “누워 있는 것도 잠드는 것도” 고통일 정도로 통증이 “극에 달했기” 때문
에 물리 치료에서 도수 치료로 고가의 치료를 시작했다. 이처럼 통증의 자가보
고는 자신이 느끼는 통증 감각과 강도가 정상적인 것인지 병리적인 것인지 판
단해야 하며, 사람들은 타인의 통증 경험과 해석과 상호참조하며 치료받을지 말
지를 결정한다.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라면 병리적으로 보지 않는 사회
적 인식은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에 기여한다. 노화로 인한 통증이 아니며, 누구
나 가지고 사는 통증이 아닌 비일상적 아픔으로 통증을 묘사하는 것은 만성통
증이 병리적 현상이라 판단하는 근거이며, 이는 첫 치료 경험으로 이어진다. 극
적으로 더 아파지자 병원 치료를 받는 경험은 그 후 이야기로 종종 연결된다.
통증은 비일상적 통증이 되어야 병으로 이해되며, 항상 아프다아프다 느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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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아파가는 “이따이 이따이”라는 비유에 의존한다.
이따이 이따이는 아프다 말하지만 누구도 그 아픔을 들어주지도 헤아리지도 못
하는 통증의 표현 불가능성과 공유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만성통증은 급성
질환과 대조되어 사소한 질병으로 흔히 여기지만, 통증을 지닌 이들이 느끼는
서서히 아파 죽음으로 가는 공포를 드러낸다.

2. “귀신이 어깨를 잡아당기나”: 어떻게 이렇게 아프냐
통증을 지닌 이들은 원인 모르는 극심한 통증을 묘사할 때 “귀신이 잡아당기
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스캐리의 주장처럼 “고통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많
지 않기”에 고통을 묘사할 때 ‘마치 ~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0대 후반
과 40대~50대 연구참여자들은 어깨 통증을 표현할 때 “귀신이 잡아당기는”이라
는 비유를 사용한다.

지금은 (왼쪽 팔꿈치를 구부리며 펴며) 팔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컵을 못 들어요.
컵을 들면 손이 덜덜덜덜(손에 컵을 들고 손을 떠는 모양을 보여주며) 떨려서. 근데 무
거워 컵이 너무 무거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 근데 너무 무거운 건 팔꿈치가 아
픈데 어깨도 너무 아파. 그래서 지나가다가 정말 악~ 하게 아파요. 나는 ‘귀신이 붙었
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팠어요. 누가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아파서 ‘아우 귀
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그랬어요. 허리도 오른쪽만 아파요. 그래서
몸이 다 틀어졌나보다 상상을 하죠. [문미라]

문미라는 팔꿈치와 어깨가 “누가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거처럼 아파 “귀신이
붙었나”라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다. 문미라는 귀신이라는 외부적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의 어깨와 팔뿐 아니라 오른쪽 허리 통증과 틀어진 몸
의 원인이라 상상한다. 귀신은 자신의 통증을 일으키는, 자신의 고통을 일으키
는 것이다. 고통의 외부 작인으로 귀신을 여기는 것은 초월적 존재가 개인의 생
기를 떨어뜨려 아픈 것이라는 질병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증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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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예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지낸 그녀에게 만
성통증은 초월적 존재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부과된다. 그녀에게 “귀신이 붙
었나”, “귀신이 잡아당기는” 거 같다는 표현은 통증의 불가해함을 드러내며 동
시에 자신의 통증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아픈데 아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픈데 아픈지 몰랐던 게 되게 많아. 어
깨가 막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프지만, 이게 십년 이십년 가면 이게 일상인 거
야. 내가 건강했어 되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무거운 걸 들어서 확 다쳤어.
이러면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 때는 아픈 걸 느끼는데, 맨날 아프기 때문에 어 누구
한테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일상인 거예요. [박은진]
<나는 몸신이다>에 어깨 통증에 대해 나왔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나왔어. 서른 여
덟 살인가 하여간 그래요. 한참 애기 키우느라 너무 힘든. 어깨가 너무 아픈데 차마 말
도 못 하고 병원도 못 가고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
람이 “누가 이렇게 콱 잡는 것처럼.” (반가운 듯 놀라며) “어머 나나나. 어머 어어~” 이
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손을 (손을 귀 옆으로 들며) 이렇게 못 들어요. 손을 들으
면 여기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지소연]

박은진은 어깨가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프다 표현하고, 지소연은 텔
레비전 속 한 출연자가 “누가 어깨를 콱 잡는 것처럼” 아프다는 표현에 공감한
다. 통증은 분명 신체 내 발생하는 감각이지만 쑤시고 결리고 찌릿하다는 감각
보다 “누군가 잡아당기는”이라는 표현은 통증의 강도와 느낌을 묘사하는 문화
적 관용어구이다. “누군가 잡아당기는” 이라는 것은 통증을 몸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표현하는 것은 고통의 속성을 가시화할 수 있다.

방학 동안 정말 집에만 있었거든요. 집에서 씻지도 않고, 전화기가 저기 있는데. 전
화기를 집으러, 그 때 급성으로 최고로 아팠을 때이니까. 전화기가 저기 있는데 전화기
를 집지 못 하고. 우리 집이 2층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아파트인데 되게 좁긴 했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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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는 거실이랑 부엌만 있고 2층으로 올라가야 방이 있어요. 근데 2층이 침대니까 누
가 띵동띵동을 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웃음) 사다코 이런 거처럼 (팔꿈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걸어가며)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
면 사람들이 사라져 있어요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으러 가면 전화 끊겨 있고 이러니까. 전화 옆에 두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좀
차단되고도 싶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몇박 몇일을 누워만 있었어요. [김수지]

김수지 역시 통증으로 이동조차 힘들어 집에 고립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
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일본 공포영화 ‘링’의 사다코 이미지로 설명
한다. TV 브라운관을 뚫고 나오는 사다코는 긴 머리를 풀어 헤치며 천천히 스멀
거리며 기어 다니다 관절을 기괴하게 움직이며 걸어간다. 통증으로 자신의 의지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사다코로 묘사하는 것 역시 자신의 고통을
적절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를 문화적으로 익숙한 지시어를 사용한다.

수유 육아하면서 아픈 부위를 안 쓰려고 다른 부위를 쓰려 하니까 이게 점점 다른
부위까지 아파지고. 자세에서 오는 막 무거운 거 들고 또 차가 있어 유모차를 타지 않
는 애들이어서 앉고 업고 매고 이거 자체. 또 오자마자 나는 뻗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젖을 먹여야 하고 풀리는 시간 없이 했던 게 몸 어깨까지 엄청 아팠던 거 같애.
여기 진짜 젖은 수건 백장이 뭐야. 나는 정말 젖은 수건 같았어. 축축한 이게 계속 누
르는 거 같은. [김서연]
주변에 되게 많아요, 갑상선. 암인 사람이 어떤 분이 암 수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를 같이 “맞어, 이거는 안 아파 본 사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
다. 아무리 아무리 쉬어도 낫지를 않는데.” 그 분이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 맞어. 꼭 물 위에 던져 논 솜이불 같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너무 와닿는
거야. 진짜. 물 속에 그 빠진 솜이불처럼 몸이 완전히 그 내가 어떻게 하지 못 하게 막
가라 앉는 그런 상태였는데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손화연]

김서연은 자신의 어깨 통증을 “젖은 수건 백장이” 누르는 듯하다고 표현하다
가 자기 자신을 “젖은 수건”이라 표현한다. 통증으로 인해 무거워진 몸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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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마치 ~와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손화연은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자신의 몸의 경험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오래 동안
찾았는데, 누군가 “물 위에 던져논 솜이불 같애”라는 말을 하자 와 닿았다고 한
다. 이처럼 아픈 이들은 자신의 아픔과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아프다는 사실과 아픈 느낌을 전달하고 믿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적절
히 표현할 언어를 찾는다. 스캐리의 지적처럼 “고통 경험 자체를 전달할 때 자
주 작인과 손상에 기대(Scary, 1985[2018]: 25)”는데,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처
럼”, “젖은 수건이 누르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예이다.
“귀신이 붙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문미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과정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마음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없고 몸도 너무 안 좋고.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아프냐
할 정도로. 근데 내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어디 부딪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
무 아프니까 정말 귀신이 붙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 소리가 나더라구요. 진짜 너무
아파. 어우 누가 여기를 (양 어깨를) 꽉 붙잡고 아니면 어우 귀신이 올라탔나 이랬다니
까요, 진짜로. (면접자: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귀신이 붙은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래서 아우 점쟁이를 찾아가야 하나 그랬다니까요. 여기가 (쇄골 어깨를
만지며) 다 아파. 다 아파요. (면접자: 쇄골이랑 어깨 이쪽이) 다 아파. 말도 안 되게 아
픈데 덜덜덜덜 몸이 떨리는데 그래도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웃기죠. 너무 아픈데 조금
있으면 파동이 있잖아요. 어우 하다가 잠잠해지다가 너무 아퍼 하다가 잠잠해지고 이
러니 진짜 귀신 붙은 줄 알았어요. 한의원에 가서 또 그 얘기 했어요. “누가 꽉 잡고
있어서 귀신인줄 알았다”했더니, 듣냐? 표정도 안 변하더라구요. (무뚝뚝한 목소리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프다구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요”들은 척도 안 해요. 진짜로 그
랬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서. 아픈 거에 대한 이유를 내 인생에서 찾는 사람 별로 없
어요. 외부의 자극에서 찾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워서 아픈 거야라고 생각 안 할 걸요? [문미
라]

문미라는 교통사고 같은 외부 충격도 없었는데 “덜덜덜 떨릴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만 아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픈 이유를 “내 인생에서 찾는 사람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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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없”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질병의 원인을 자기 관리나 심리적 원인이라는 인
간 행위에 돌리는 의학적 해석보다 자연물이나 영적 초월적 존재에 찾는 과정
을 보여준다. “마음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없고 몸도 안 좋으니” 아픔의 원인은
“귀신이 붙은”거라 지목된다. 만성통증의 불가해라는 특징, 통증과 질병의 원인
을 주술로 이해하는 문화는 문미라에게 통증의 원인과 대책을 주술에 연결하게
만든다.

아아. 나 그래 가지고 별 짓을 다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나를 엄청 싫
어했어요. 그래서 방에 그 때 내가 스물 한 살 때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잘 못 온
거 같다고 제가 한동안 엄청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내 방이 이상한 거 같다. 내
방에 뭐가 흐르는 거 같아.” 이러면서. 그때 너무 예민해가지고 바깥에서 누가 이야기
하는 소리 들리면 소리치고 그랬어요. “잠을 못 자겠다”고 소리쳤어요. 10층인데도. 그
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맥 찾는 그런 거 사다가 수맥이 흐른다고, 내가 막. 하여
간 어쨌든 엄청 욕을 먹고. 쫓겨날 뻔 한 적도 있죠. (면접자: 수맥이 흐른다고 생각한
건 몸이 찌뿌둥해서?) 아니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내 방만 귀신이 붙을 수 있어.’ 그
런 거. 내가 이 집하고 기운이 안 맞아. ‘왜 나만 아파 이 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그래서, 그 때 인도향 그런 거가 유행이었을 때거든요. 그런 향을 사다가 밤에 잠
을 자야 하니까 아빠가 문 열어보고 향 피워보고 잔다고 “정신머리가 썩었다. 그런 거
에 의존을 한다.”고 그런 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 갖다 버리고. 엄청 진짜로.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 때부터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떠돌았죠. [문미라]

문미라는 41세 여성인데, 20대의 통증을 없애기 위한 실천을 “별 짓을 다 했
다”고 표현한다. 정형외과나 한의원, 유명한 “짐 싸가지고 다니는 침쟁이 아저
씨” 등 의료적 도움을 구했지만, 통증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설명들은 적은 없
었다. 치료에 차도가 없자, 치유에 대한 믿음은 의료진에서 영적인 존재로 향했
다.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를 뜻하는 수맥은 질병과 불운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
다. 문미라는 자신의 통증을 집 안에 흐르는 수맥이나 “이 집하고 내 기운이 안
맞다” 생각했다. “한동안 유행하는 인도향”을 피우고 수맥을 찾는 문미라에게
“정신머리 썩었다” 말한 아버지 역시 치료에 있어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 79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믿었다.

우리 큰아빠가 되게 기도빨이 잘 받으세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했
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근데 너무 아파갖고 승질 버럭 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안수
기도 못 받는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잠시침묵) 별 짓을 다 했네요. 그러고 보니
까. 그 때는 진짜로 막 집에서 마귀였거든요, 제가. 으하하하 (웃음) 마귀였어요 마귀.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마귀지 마귀. 그러니까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
직도 일요일마다 성경책 들고 가세요. 우리 아빠는 권사에요 권사. (웃음) (면접자: (웃
음) 믿음이 부족해서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진짜) 저만 마귀에요 진짜. 그 때
안수기도 받다 죽은 사람들 많고 막 그렇잖아요. 매 맞아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저기
성당은 피정을 가지만 교회는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기도원은 지옥이에요 지옥. 굶
으면서 하루 죙일 기도만 하고. 별 그지 같은 걸 다 했네요. [문미라]

안수기도는 사람의 머리에 사제의 손으로 신의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인데, 여
기서 안수기도는 문미라의 통증을 초월적 존재에게 탄원하는 과정으로 종교적
의례이다. “기도빨이 잘 받는” 큰아버지의 안수기도가 문미라의 통증을 없애지
못 하자, 이는 문미라의 “믿음이 부족해” 생기는 일이라 여겨졌다. 문미라의 통
증 지속은 종교적 의례의 실패를 뜻하며, 그 실패는 의례의 제사장인 큰아버지
의 능력보다 평소 집안 내 “마귀”라 여겨졌던 문미라의 “믿음의 부족”이라 지목
된다. 안수기도와 기도원에서 완치를 간구했던 경험은 그 사회적 맥락을 살펴봐
야 한다. 90년대부터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단골 소재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치유
를 미끼로 아픈 이들을 기도원으로 모아 행한 학대와 폭력이다. 현대 의학의 발
달에도 신체적 고통이 진단, 예후, 치료라는 의료적 과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질병 원인과 관련된 믿음이 영적 초월적 존재로 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
히 존재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귀신이 잡아당기는” 거 같다는 표현은 통증의 느낌과 강도를 건강한 이들과
공유하기 위한 시도이며, 나아가 불가해한 통증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 즉 영적
초월적 존재의 힘이라 해석할 수 있다. 질병은 현대 의학의 진단, 예후, 치료라
는 과정을 통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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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ly unexplained disease)을 앓는 이들에게 믿음과 치유의 문제를 던진다.
문미라의 수맥, 향초, 안수기도 등 치유 실천은 합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미신
이라 여겨지지만, 진단과 치료 체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과 해석을
반영한다. 통증이라는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인 “귀신이 잡아당기는” 것
같다는 표현은 언어와 지시대상 사이 동일시를 만들기도 하고 고통의 속성을
다른 무엇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3. “절교하고픈 친구”: 일생동안 함께 가지 않을까
통증을 지닌 이들은 진단의 불확실성과 만성통증과 살아가는 삶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통증의 의미를 구한다. “절교하고픈 친구”라는 의미는 통증을 친밀한
삶의 파트너로 규정하는 표현이며, 20대와 30대 초반 연구참여자들에게 보고된다.

어어... 아마 일생 떨치기 힘든 친구가 되지 않을까. (웃음) 아마 뭔가 손목에 큰 문
제가 생겨서 내가 수술하지 않는 한, 뭔가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없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내 일생동안 함께 가지 않을까
하는, 친구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안 친하고 싶은 친구죠. (웃음) 좀 절교했으면 좋겠
지만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홍혜지]

홍혜지는 3년 간 손목과 팔 통증 치료하러 여러 병원을 다녔고, 퇴근하면 매
일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며 관리했다. 치료와 관리에 매진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은 그녀에게 “일생 떨치기 힘든 친구”라 예측하였다. “안 친하고 싶은”, “절
교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통증 없는 삶, 완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통증이
라는 신체적 고통을 처음부터 친구라는 친밀한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여기에 달려 있는 짐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
래 돼서 가끔씩 인지 못 하고 그냥 항상 함께하고. 인지를 못 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인지가 돼면은 되게 속상하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활동이 조금 자유롭고 그럴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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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 만성피로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긴 해요. 통증이라는 거 자
체가 뭐 피로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뭔가 몸이 통증이 있으면 몸이 무거
운 거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난 거 같아요. [김혜리]
그니까 예전에는 내가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약간 짐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노
트북을 버릴 수 없고 내가 가방을 안 맬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노트
북이나 다른 게 필요한데. 제 주변에서는 제 가방을 매고 또 이 가방을 불태우는 게 삶
의 목표인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나 노트북도 데리고 다녀야 해” 하니, 저한테 갤
럭시 탭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계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제 지인
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 손목 아프다고 이거 차고 있으면 여기서 카톡이나 이런 게 울
리니까 전화나 울리니까 핸드폰 집어 던지라고. (웃음) 주변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어떤 면에서는 삶의 전환
점 같은 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아프고 아픈 거는 계속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이 통
증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임선주]

김혜리는 자신의 허리 통증을 “몸에 달려있는 짐”이라 표현하는데, 통증은 활
동의 제약, 몸의 피로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임선주는 통증을 과거에 “내가 싸워
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짐”이라 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질병이 신체적 고
통과 한계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만성통증과 살아가는 삶은 몸의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한다. 통증의 만성성
을 수용하기 시작하며 오히려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임선주는 “어차피 아픈 거는 계속 될 거고 없어지지 않을 거”
라 여기게 되자, 통증을 “나에게 집중할 기회를 준” “삶의 전환점”이라 생각하
게 되었다. 아픈 존재는 질병 존재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며, 지속될 질병을 극복
해야 할 대상인 짐이나 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친밀한 존재 고마운 존재로 재의
미화한다.
통증을 “친구”나 “짐”이라 명명하는 것은 통증이 자신의 신체의 감각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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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나 자신이 아닌, 내 스스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통증을
“친구”나 “짐”으로 명명하면 자아 내부의 원인을 찾기보다 외생적 원인이나 일
시적인 것 혹은 특정한 신체적 장소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제거되어야 할 생경
한 무언가, “싸워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짐”이나 “절교하고픈 친구”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무언가를 뜻한다.
통증 클리닉이 늘어나고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어도, 이들이 통증을 “평생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과정은 다른 만성 질환들과 비교되며 이야기된다.

디스크는 고질병이야. 시술해도 그 때 그랬잖아. 육개월 밖에 안 된다고. 병원에 다
환자잖아. 그러면 자기는 어디가 아파서 왔고 나는 어디해서 아프다고. “아유, 그 거는
해봐야 다 육개월밖에 안 간다고.” 다 그러더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해서 작년
에 했는데, 한 육개월은 참 편했어요. 그런 일이 없어. 나 일부러도 뛰어 봤어. 혹시나
안 아프더라구. 근데 웬 걸, 사월 지나고 오월 되니 지금 또 시작이야. 요즘에 또 못
뛰어요. 그니까 참 그건 그런 거야. 우리가 막 고혈압 당뇨 같은 건 약 먹으면 괜찮잖
아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몇 년 됐는데. 그건 매일 약을 먹으니까 세 달에 병원 가
면 정상이야. 110에 얼마니까 완전 정상인데, 정말 평범하게 정상이고. 약을 먹으면
고쳐지는데 이건 뭐 고질병이야, 완전히 나아지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뭐 크
으~ [임명옥]
다른 거는 병원을 잘 가요. 뭐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건 조금만 있으면 가는데. 근육
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육통 근육통 같은 건데. 그냥 가도 딱히 방법이
없다 생각이 해서. 그냥 물리치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가게 되는 거 같아요. 바쁘기
도 하고 사실. 이게 여길 가려면 한 번 두 번 가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가야 하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학생일 때 정말 너무 바빠 가지고. 꾸준히 할 시간이 안 나서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살았던 거 같아요. [이현영]

임명옥은 자신의 고혈압은 수치나 관리법이 명확히 제시되지만, 통증은 그렇
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나서 몇 일 뒤, 몇 달 뒤면 다시
통증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통증은 “고쳐지지” 않는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병
이라 이야기한다. 관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임명옥의 비

- 83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유처럼, 이현영은 통증 치료는 병원에 “가도 딱히 방법이 없다” 생각한다. 이는
질병서사 속에서 병원에서 주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이라는 치료와 대조되곤 하
는데, 만성통증은 의료진마저 생활 습관, 자세 교정, 노동 강도 등 일상을 바꿔
야한다 권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 찍고 해도 그냥 그게 손목 통증이라는 게 이게 크게 엑스
레이 같은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물리치료 그냥 받고. 뭐 “여기 손
목 보호대 차고, 당분간 손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하더라구요, 그냥. 그렇게
만. 아우~ 그래 갖고 깝깝하데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안 쓰면은 좀 당연히 계속 몸도
아픈 부위 쉬다보면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안 쓸 수가 없는 특성이다 보니까. 그
래가지고... 이제 또 통증이 그래서 계속... (중략) 보통 대부분 다 “쉬어라. 쉬어라.” 단
골 레퍼토리죠. (면접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아휴 그냥 뭐. 갑갑하죠. 틀린 말
은 아니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먹고 살려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갑한 거죠.
[김민재]
아프고 제일 그런 게 의사들이 쉬어야 한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는
(웃음) 차라리 요양원 가라고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요양하러 가라고 차라리 입원하
라고 하던지. 그래야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 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들이 “육아를 지금 하고 있냐?”(웃음) 그 거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거
부터 물어본 다음에 “뭐 쉴 수 있는 상황이면 쉬어야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쉬어야
한다. 무리하지 마라 쓰면 안 된다.” 특히 직장생활 하는데 “손목이 안 좋아. 근데 손목
을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쉬라는 이야긴데 그거를 끊어주던지. 이 사람은 쉬어야 하니
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 우리가 원할 때 그걸 해주고. 그 것도 안 끊어주면서.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은미]

프로 게이머인 김민재도, 공무원인 이은미도 일터에서 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일을 쉬거나 그만두라고 하라는 의사의 말은 이들에게 “현
실이랑 동떨어진 말”일 뿐이다. 생계의 위협뿐 아니라 이직 역시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이은미는 “쉬라는 말만 하고” “입원”이나 “요양원에 가라”고 하지 않고
병가를 내기 위해 “그 것”도 안 끊어주는 의사들의 모순을 지적하며, “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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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환자 개인의 대처만을 강조하는 이들을 문제시한다. 우선, 의료진은 통증
으로 아픈 부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특히, 특정한 자세를 반복하는 일
로 통증이 생긴 경우, 그 일을 쉬거나 그만두는 것이 치료법으로 제시된다. 이처
럼 몸을 설명하는 의학의 권위는 우리가 몸과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
향을 준다. 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지, 몸의 고통을 줄
이려는 방식들에도 영향을 준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자신의 몸의 경험을
설명하는 표현과 의학적 언어의 불일치로 몸의 경험으로부터 소외된다. 만성통
증의 치료가능성은 첫째 만성통증 진단과 치료의 불확실한 경험, 둘째, 아픈이
의 일상의 변화가 전제된 치료라는 점에서 아픈 이들의 질병서사에서 주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이야기된다. 특히 만성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자기관리, 운동요
법, 일상생활의 변화는 치료법의 수용가능성을 도전하는 요인이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만성성을 수용하며, 통증을 “싸우고 극복해야 할” 존
재에서 “일생 떨치리 힘든 친구”, “절교하고픈 친구”라 의미화한다. 이는 통증으
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만성통증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통증을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바라보기보다,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인식하려 하는 개인적 협상이다.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을
몸의 불완전함으로 인정하며 친밀한 삶의 파트너로 친숙히 여기게 만들어, 통증
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별개로 통증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4. “업보”: 내가 다 짊어지고 나가야 할 업보
질병을 인과응보로 바라보는 관념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통증을 업보로 해석
하는 것은 ‘왜 나는 만성통증에 시달리는가’와 ‘왜 하필 내가 아픈가’라는 질문
에 체념하는 방법이다. 통증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통증이 언제 시
작되었는지, 통증은 언제 줄어드는지, 통증이 줄어들 당시 영향을 준 사건은 무
엇인지, 지금의 치료가 통증을 줄이고 있는지, 지금의 대응법은 상황을 악화시
킬까? 이처럼 만성통증은 좋고 나쁜 징조들을 해석하는 과정이며, 만성통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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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아픈 이의 삶과 문화적 맥락이 결합된다.

통증은 너무 오래 돼서 그냥 생활이죠. 나중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
는데... 모르겠다. 근데 미세먼지하고도 잘 살잖아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미세먼지고 나발이고 나는 몸이 너무 아파. 미세먼지가 중요하지. 다들 왜 이렇게 미세
먼지 탓을 해. 나는 몸이 아픈데. 그런 거,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도 통증하고 다 같이
잘 살지 않아요? 자기 통증을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나 자신을 탓하지
않죠. 그냥 “오늘도 또 아퍼, 아우.” 이렇게 되는 거죠. “낫질 않네” 이러고.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애. 비정상이거나 이상하거나 돌발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업보 업보. 내가
다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업보. 그렇게 된 거죠, 내 업이야. 내 업이지. 그러니까 “아
우. 안 아프면 좋겠다. 넌 팔도 안 아프고, 아우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업이야.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러는 거죠. [문미라]

문미라는 만성통증은 갑자기 나타난 급성 통증이 아니라 항상 아파왔고 아픔
에도 통증을 사소하게 여기고 치료에 적극적이지 못 했고 관리를 잘 하지 못한
“내 업”이라 말한다. 문미라에게 통증은 업, 업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업보는 불교 용어로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현재에 받는 괴로움
의 과보”이다. 즉 통증은 자기 관리의 실패, 내 몸의 역사라는 해석보다 불교적
가치관 속에서 과거 삶의 악한 행위로 받는 처벌의 의미를 지니며, “업”은 이러
한 윤회의 굴레 속에서 통증을 받아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김수지의 낙인 경험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교회 있던 어떤 남자가 나를 운전연습 시켜줬는데, 고마운 분이죠. 그 사람도 내가
불쌍하니까 해주는 거죠. 거기 다 교회에서 다 나를 불쌍한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혼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전 연습을 시
켜주는데 운전 연습을 하다가, “아휴,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아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웬만큼 잘 못 해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거든요. 아 욕은 하
는데,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냥 병신 막 이렇게 하고
넘기거든요, 미친년, 여자는 미친년이고 남자는 개병신이라 생각하고 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내 인생에 한 명 안 됐으면 저주를 내리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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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꼭 아파라, 너 꼭 한 번 아파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했던 그 말 그대로 니가 생각
해봐라 이게 아직 있어요.” 이게 아직도 있어요. [김수지]

김수지는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아파요”라는 말했던 교인을 “저주를
내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아픈 이에게 “죄가 많아 아프다”고 말한 사실의
무례함을 떠나, 이러한 시선은 사람들이 통증을 이해해온 오래된 방식을 드러낸
다. 통증은 늘 포이나21)이며 고통은 인과응보라 여겨지는데, 특히 종교에서 통
증은 목적론적 의미를 지닌다. 성서에서 신체 통증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에서
시작된 인류 타락과 더불어 발생한 것이며, 인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과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특히, 왜 하
필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냐 질문한 욥은 고통에 이유가 있다고 믿고 죄를 회개
하라 요구받는다(Thernstrom, 2010[2011]: 81-95). 이처럼 질병은 죄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고, 질병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더라도 신앙을 입증할 수단
이라 여겨진다.

아직은 애들을 끼고 잘 때니까 애들이 양 쪽에 내 팔을 안고 이렇게 베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간도 안 되가지고 “팔 저린다 (웃음) 내려가. 얘들아 팔 빼라 팔 빼. 팔
저린다.” 그러면서 아우 그게 되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애들은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21) 통증의 어원은 “‘처벌’이라는 뜻하는 라틴어 ‘포이나poena’, ‘갚다’를 뜻하 그리스어 ‘포이
네poine’,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겪어야 하는 처벌과 고통’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 ‘펜
peine’(Thernstrom, 2011: 37)”이다.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이전에는 통증을 단지 몸
의 경험이 아닌 의미와 은유가 가득한 영적 경험을 의미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인
류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보며, 통증은 긍정적․영적 변화를 가져
온다고 본다. 통증의 영적 속성은 많은 종교인들이 고행에 참여하게 하였고, 신성재판이
라는 사법제도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근대 이전의 통증관은 여전히 통증을 참을 수 있
고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19세기 근대 과학의 발전은 통증을 단순하고 기
계적인 감각이라는 생물학적 통증관이 등장했다. 통증은 통증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신경
종말의 작용이자 조직의 손상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며,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면 통증은
저절로 낫는다 여겨졌다. 이러한 관점은 20세기에 유행했고, 여전히 우리의 통념에 영향
을 준다. 현대적 통증 모델은 뇌의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생긴다고 본다
(ibid: 13-95). 이들 통증관은 인류가 통증을 ‘이해’해온 방식뿐 아니라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여전히 생물학적 통증관은 우리에게 통증을 단순한 신체 작용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존재 양태로 경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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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한테 마치 자기네들 때문에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하니까. 죄책감 느껴져서 좀 참
으려고 있으면 정말 온 몸이 다 비틀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셨나.
(웃음) 진짜. (면접자: 크리스찬이세요?) 저는 어릴 때는 불교지만 지금은 종교가 없어
요. 예수님이 절로 생각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팔을 벌려서 내 이러고 있어
야 되는. 이 뒤틀어진 내 몸이 다 뒤틀어지지만 그 거를 정신력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웃음) [손화연]

손화연은 두 자녀를 팔베개를 한 시간 동안 하며 느낀 통증을 “십자가의 고
통”이라 명명한다. 그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어진 몸”
으로 통증이 심해졌던 순간 예수님의 고통이 “절로 생각났다”고 한다. 통증은
신앙의 증명을 의미를 지니는데 그녀에게 증명해야 하는 신앙이란 아픈 몸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바로 모성애를 의미한다. 이처럼 통증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이 투영된 표현들은 통증을 “업보”, “죄”, “십자가의 고통”이라 명명된다.
이러한 통증에 대한 의미는 다종교사회인 한국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통증의 의미에 깃든 종교
라는 문화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업보라는 것은 윤회의 굴레에서 이야기되며 또한 그간 자신이 통증을 인식하
고 이해하고 대응해온 자기관리 담론 안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지지된다. 통증은
지나온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며,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통증의
감각과 강도 변화를 되묻게 되며, 치료와 관리해온 역사를 회고하게 만든다.

그냥 팟케스트 한참 유행할 때 “나는 아프다 팟케스트 했으면 좋겠어요” 했거든. 아
픈 것에 대해 말할 수 없고, 통증 특별히 이유 모르게 아픔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전달
도 잘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왠지 죄의식 느껴지고 내가 잘 못 산 거
같고. 근데 이 아픈 것에는 자기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유
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했던 거 같고. (중략) 우린 온전히 듣고 아픈 이야기만 하겠
어? 아픈 사연이 나오잖아. 우리 애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더라구.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역사가 나오잖아. 그런 약간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랬던 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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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만으로 이야기하기 힘든데,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재미있었던 거 같애.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아픈 것
에 초점이 되기 보다 그 사람 이야기에 초점이 돼서 듣게 되고 질문도 그렇게 질문도
하게 되잖아. [김서연]

김서연의 서사에서 통증은 “아픈 이의 역사”라 자주 명명된다. 그녀에게 통증
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며 특정
한 신체 부위를 자주 쓰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지, 자
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지를 통증 이야기는 그녀에게 “그 사람 이야기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아픔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통증을 과거, 혹은 전생의 잘못으로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통증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통증을 신체
적 고통을 없애는 치료와 관리를 중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통증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삶, 즉 만성통증이라는 상황에 대한 수용을 뜻한다.

어... (잠시 침묵) 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 왜냐면 통증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없이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그거는 희긔한
케이스라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인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책도 하게 되지만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다시 반복을 안 하게끔
픽스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정태욱]
오히려 아프다고 말하기가 뭐하다니까요. 남들은 나보다 더 아픈데 열심히 운동하고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거 아냐? 이런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무 멍청하
게 살았나? 막 이런 생각. 도대체 나는 돈도 못 벌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몸까지 아프
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 좋게만 생
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 나쁘게 생각하는 게 특기라서, 나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
죠. 그랬구나. [문미라]

문미라의 서사에서 만성통증은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잘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며, 특히 전업주부인 자신은 “돈도 못 벌고 아무 것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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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존재라 이야기한다. 매일의 가사노동과 두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돌봄 노
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그녀에게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픔을 호소하는 존재
라 자신을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아팠던 기간을 돌아보며 아픈 원인을 찾으며
개인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중재한다. 이처럼 만성통증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통증을 방치하거나, 열심히 관리하지 못한 자기관리의 실패라 이야기된다.
이러한 자기관리 실패 담론은 통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발병한 게 제가 20대 때 그런 거 같아요. 20대 중반 정도. 제가 소변을 잘 못 봤어
요. 그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도매장사를 했으니까, 란제리를 남대문에서. 거
기는 또 화장실을 OO타운 같은 데를 들어가야 해서 도매하다 보면 아침 되고. 그러다
가 퇴근하고 집에 오다 한 번씩 그게 습관이 된 거 같아요, 몇 년 동안. 한 이삼년? (중
략) 푸드 김밥천국 같은 걸 차려서 해가지고. 그니까 남대문에서 제가 란제리 장사하기
전에 제가 샵마스터 그 때 저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어요. 백화점은 계속 서있잖아요,
고객 응대하면서. 옷 사러 오시는 분한테. 계속 서있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하여간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온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면접자: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원인이 저한테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소
변은 참으면 병이 되고 대변은 참으면 약이 된다하는 말이, 소변은 절대 참으면 안 된
다.” 참는 습관이 되니까 그게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소변은 절대 참지 마. 소변은 절대 참지 마.” 그 말을 제가 사스러지게
“소변은 참으면 안 돼” (웃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므로써 제가 큰 병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고. [조소현]

통풍은 “스치는 바람에도 아리는” 극렬한 통증을 수반하는데, 그 원인은 요산
이 혈액 내 남는 대사질환 중 하나이다. 조소현은 통풍을 화장실갈 시간도 없는
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화장실도 없이 가게만 빼곡이 지은 동대문 상가 건물,
항상 서서 고객응대를 강요하는 작업장 문화로 발생하였지만, 그녀는 원인을 개
인의 삶과 생활태도에서 찾는다. 한국 사회에서 질병은 “개개인의 체질, 습관,
운의 문제(백영경, 2017: 203)”로 여기며 이러한 시선은 질병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백영경, 2017). 만성통증 역시 개인의 책임, 개인의 노력 문제로 위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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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처럼 통증은 자신의 생애 역사로 의미화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질병
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는 관념과 자기관리 담론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업보는 통증을 지닌 몸을 이해하기보다 체념하며 수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데, 자기관리 담론과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
증을 방치하여 왔다고 인식되면, 이들은 당연히 만성통증을 앓을 만한 짓을 했
다고 느끼게 된다. 오늘날의 문화에서 질병은 개인이 질병에 대해 사색하고 관
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아픈 이의 죄의식을 자아낸다. 이는 질병의 책
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문화, 만성질환의 자기관리 담론, 통증에 대한 종교적 해
석들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서 투병 과정에 대해 “순례”라 비유하는
것과 달리 “업보”는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아픔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표현이다. 기독교 윤리 속에서 순례는 고행 속 진리와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면, 업보는 아픈 존재는 내 스스로의 실패와 과오로 짊어진 고행을 의
미한다.

5. “영광의 상처”: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자신의 질병을 제약이나 낙인으로만 규정하지 않는
다. “영광의 상처”라는 비유는 통증을 노력의 부수적 결과물, 성취의 결과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비유는 자신의 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내포된 비유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진짜 장인들 보면은 영광의 상처 같은 것 있잖아요. 긍정
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지 않나 라는 그런 긍정
생각하면 그렇고. 부정적인 의미는. (침묵) 부정적인 의미는. (잠시 침묵) 그냥 뭐라 설
명해야 될 줄 모르겠네. 뭐라 말해야 될 줄 모르겠네. [김민재]

통증은 부정적으로만 경험되지 않는다. 통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몇몇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하였다. 김민재는 프로 게이머인데, 자신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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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통증은 프로 선수가 될 정도로 열심히 게임했기에 생긴 “영광의 상처”라 말
한다. 비록 통증이 긍정적 의미를 지녔다 하더라도, 통증이 야기하는 감각은 치
료가 필요한 신체적 아픔이다. 통증이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통증의 원인
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여 몸의 일부에 “무리가
갔다”라는 의학적 설명은 통증이 생길 정도로 무언가에 몰두한 자신을 돌아보
게 한다.

통증이 의미. (잠시 침묵) 통증이 긍정적 의미가 큰 거 같아요. 웃기다. 근데. 통증이
주는 의미?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통증은 잘 못 하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칼에 베였다거나 어
디에 부딪쳐서 멍이 들었다거나. 누구한테 맞았다 할 때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 말고
허리 통증으로 보자면. 아무 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안 아프거든요. 근데 무언가 했
을 때 오니까. 아 내가 뭔가 좀 그래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도 있
고. 정말 쓸데없이 별거 안 했는데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닌. 뭐 그 통증에 대한 게 쓸데없는 왜 별것도 안 했는데 아프지 내 몸이 정말
이상하다. 갈아 끼우고 싶다 하다가도. 춤추다 아프면 아 역시 통증은 있어야 해... 왔
다 갔다 해요. (중략) 허리 아프다는 게 내가 춤을 제대로 춘, 열심히 추는 되게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댄서가 맞구나 그런 걸 느낄 때도 있
고. 그래서 엄청 괴롭지는 않은... 말을 되게 횡설수설하는데 (웃음)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맞아요.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면 ‘아, 오늘 열심히 일했어. 아 오늘 춤
열심히 췄어.’파스 붙이고 자고. [장슬기]

장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발레를 좋아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게
되었다. 지금은 힙합댄서이며 힙합댄스 강사이기 때문에 매일 춤을 춘다. 만약
춤도 추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통증은 없다. 통증은 “칼로 베인” 상처나 “부딪
친” 멍과는 다르다. 자신의 잘 못이나 타인의 해꼬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통
증은 자신이 “무언가”를 “춤을 열심히 췄기에” 생긴 것이다. 허리가 너무 아픈
날은 “열심히 일한 날”을 의미한다. 무용수, 프로게임 선수처럼 신체에 기반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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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처음 아팠는지 기억이. 오래 전부터 아파서. 그거는 기억은 잘 안 나는 거 같
고. 스무 살 넘어서 조금씩 아팠는데 그 때는 그냥 아 내가 요즘에 필기를 많이 했나
보다 공부를 많이 했나? (웃음) 조금 뿌듯한 거. [홍혜지]

홍혜지는 대학생 때 처음 통증을 느낄 때는 “조금 뿌듯했는데” 열심히 필기해
서 아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기에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이들에게 “영광의 상처”처럼 뿌듯한 무언가가 된다. 만성통증에 관한 질병
서사는 예기치 못 한 통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며 혹은
엄마로 일을 시작하며 특정 동작을 반복하며 어떠한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사용
하게 되며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해석 역시 존재한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
적 역할과 통증을 결합하며 이야기된다.
같은 통증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애주기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통증은
다른 가치를 부여받는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의학적으로 설명
이 된다면 이해할 수 있는 통증이 되지만, 특정한 시기가 지나도 여전히 아프다
면 이는 개인의 히스테리, 잘못으로 해석된다. 문미라의 종아리 통증은 “영광의
상처”라는 의미의 긍정적 기능을 보여준다. 성장통뿐 아니라 문미라에게는 통증
을 지닌 몸이 당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시 통증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진다.
문미라는 어린 자녀를 안고 병원에 다닐 때 당당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지금과
대조하며 이야기한다.

그 때는 좋았어요. 그 때는 왜 좋았는지 알아요? 아플 만해서 아프다는 걸 말 할 수
있었어요. 애를 보면 의사가 알잖아요. “제가 얘를 젖을 먹이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파요.” 하면 아플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그 때는 좋았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
해보니까. 그래서 잊어버렸나 봐요, 짜증이 안 나고. 그 때는 그래서 “아, 침 맞으셔야
겠어요” 얘기를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면접자: 지금도 곧 있으면 갱년기고
아플 만하잖아요.) 아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애
젖먹이느라 이렇게 안 아플 사람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은 몸이 늙고 고장 나기 시작하니까 아플 때가 되니까 아픈 거지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면접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짜증

- 93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나죠 짜증나.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다고 말하기가 뭐하다니까요. 남들은 나보다 더 아
픈데 열심히 운동하고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거 아냐? 이런 생각하는 거라니
까요. 내가 너무 멍청하게 살았나? 막 이런 생각. 도대체 나는 돈도 못 벌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몸까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문미라]

출산 후 어린자녀를 돌보는 시기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 하여도 사회적으
로 그럴 수 있다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도 계속 아픈 것은 통
증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증표라 이해된
다. “아플 이유”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만성통증이 단
순히 신체적 고통을 아픈 몸에 부여되는 특성과 의미로 볼 수 있다. 만성통증이
라는 질병 특성, 당시 화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역할, 그리고 질병
을 개인의 자기관리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만
성통증에 가치가 부여된다. 이는 통증을 지닌 이가 자신의 통증을 말할 수 있는
가, 자신의 통증 치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통증을 야기한 반복적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가 등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통증 관리에 영향을 끼친다. 통증을
야기하는 생활방식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은 고프만의 낙인과 일탈에 대한 논의처럼 부정
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낙인을 겪는 당사자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만은
않는다. “영광의 상처”라는 비유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
싼 이들에 의해 질병이 해석되는 중에, 아픈 몸을 지녔지만 가치 있는 사회 구
성원으로 자신을 재규정하는 긍정적 자기 평가의 시도이다. 이러한 비유는 사람
들에게 친숙한 비유로 자신의 몸과 만성통증에 대한 해석을 전달하고, 자신의
고통을 희생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질병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기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하려 사용된다. 만성통증을 겪는 자신을 자기를 돌보지 않는 무능력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몸의 고통을 얻게 된 사람이라고 보는
영광의 상처라는 비유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인정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것, 노력하는 인간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치료 자원을 받아
냄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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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상처”라는 비유는 통증과 신체적 고통의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며 성
취의 결과로 긍정적 의미를 만들어 낸다. 통증은 생의학적 과정의 결과이지만,
몸의 일부가 무리가 갈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 대한 치하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이는 통증을 수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며, 고통의 원인에 긍정적 자기 평
가가 들어가 있는 비유로 작동한다.

3절

소결

질병서사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만성통증을 지닌 나와 나의 삶에 대해
설명하기로 수렴된다. 불가해한 통증, 그러한 통증을 지닌 나를 어떻게 설명하
는가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곤경의 핵심으로 이야기된다. 의료적
불확실성과 통증의 불가해함은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낳는다. 만성통증을 지닌 나를 설명하기는 아
픈 이에 대한 낙인과 자기관리담론이라는 일군의 도덕적 규범들을 경유하게 된
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의 사회적 조건
들과 아픈 나를 조건짓는 도덕적 규범들로 좌절과 혼란을 경험한다. 나에 대해
설명하기의 곤경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만성통증 질병의 특성의 문제로 여
겨지거나, 피해야 할 사안으로 이야기된다.
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기는 몸을 매개로 세계와 어떻게 관계맺을 것인가
라는 세계 속 존재의 문제이다. 만성통증은 신체적 고통이 시간이 지나도 완전
히 사라지지 않기에, 질병서사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된다. 다루기 힘들고 오래 간 지속되는 만성통증은 이제 내 몸의
일부로, 내 삶의 건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통증이 없는 몸, 예측가능
하고 통제 가능한 몸이 되지 못 하는 자신을 실패로 바라보기보다, 실제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상태에 부과된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는 가운데, 만성통증이라는 자신의 몸과 나
라는 존재 사이 감정적 거리가 생겨난다. 아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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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야 하는 곤경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을 계속 질문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아픈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몸을 괄호 친 채 자
신을 향한 낙인과 사회적 상황에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통증을 지닌 몸, 그
리고 그 몸에 투영된 사회적 인식, 도덕적 특성과 결합된 낙인에 저항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며 세계에 대해 지각하며
한국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조건들을 성찰한다. 건강관리의 개인적 책
임만이 강조되는 사회, 건강한 성인 남성이 표준이 된 사회, 다양한 신체적 특성
과 능력을 배제하며 아픈 이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오히려 이들의 신체적 아픔
과 사회적 고통의 원인으로 지각되고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질병 서사는 만성통증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화자들이 경험하는 곤경과 갈
등과 함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자아의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을 담는다. 자기 자
신을 설명하기와 이해하기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략이기에, 이들은 자신을 설명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비유의 언어들을 찾아낸다. 이들의 통증과 고통을 겪는 자
신을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관용어구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따이이따
이”는 통증을 표현할 언어가 없고 그렇기에 자신의 몸의 상태를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채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에 관한 비유이다. “귀신이 잡아당기는”것 같
다는 표현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격렬한 통증의 강도와 느낌을 나타내며, 때
로는 통증의 불가해함을 영적․초월적 존재로 설명하는 비유이다. 만성통증을 수
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통증을 “절교하고픈 친구”라 명명하며 친밀한 존재로
동맹을 맺거나, “업보”라고 체념하며 수용하거나, “영광의 상처”라는 성취의 결
과로 긍정적으로 의미화하기도 한다. 이 비유는 신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 통증
을 지닌 몸의 체현에 관한 이해를 드러낸다. 이 비유들은 통증을 지닌 존재로서
의 “자기-이해”의 시도이자 불가해한 통증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개발해낸 자기 나름의 언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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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생애사 인터뷰 연구참여자들의 서사구성방식에 주목하여, 만성통증
질병서사의 패턴을 유형화한다. 인정의 서사에 속한 두 명의 생애사를 서술한
후, 김서연 김수지의 서사에 나타난 주된 테마인 불신의 경험과 가족 관계의 문
제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사한 테마가 나타나는 다른 연구
참여자를 함께 제시하여 이들의 젠더화된 경험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상당히 규정되는 경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만성통증 질병서사의 첫 번째 유형은 “인정의 서사”이다. 인정의 서사는 불가
해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으로 야
기된 통증 불신에 대해 맞서, 불가해한 통증과 그 통증을 지닌 채 살아온 자기
이해 과정으로 제시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불신에 저항하며 고통
의 병인학에 대한 자기 분석인 것이다. 김서연과 김수지의 질병서사는 얼마나
자신이 아팠는지 그럼에도 적절한 의료적 도움이나, 납득할만한 진단명을 얻지
못한 채 만성통증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아의 곤경을 담는다.
우선 김서연과 김수지의 질병서사를 생애사 재구성방법으로 분석하고 시간순
으로 생애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생애사 재구성방법은 생애 이야기를
세 단계에 거쳐 분석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살았던 생애사’라는 구술자
가 살아온 삶을 연대기순에 따라, ‘이야기된 생애사’라는 면접 상황에서 연구자
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술자의 서술 형태를 분석하는 서사적 생애사를,
‘체험된 생애사’는 살았던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를 바탕으로 구술 당시 현
재 관점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며 구성한다(이희영, 2005; 배은경, 2008).22)

22) 생애사 재구성법은 “생애 시간동안 한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험들에 의해 형성
된 생애사적 관점은 구술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조직하고 형상화(이희영,
2005: 134)”하기에, 개인의 생애사적 전략과 행위지향을 포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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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만성통증 질병서사의 패턴

분명한 서사구조를 가진 6개의 생애사 녹취록을 반복해 읽어보았더니, 서사
구성방식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연구참여자에게 서사의 주
도권을 주었던 생애사 인터뷰의 초반 플롯에 주목했다. 여섯명의 질병서사 서사
구성방식을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는 인정, 치료, 적응이다. 만성통증 질병서사
에서 인정, 치료, 적응은 개별 생애사에서 겹쳐지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
유형이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의 생애사 플롯으로 볼 때, 인정, 치료, 조
정이 중심이 되어 서사가 전개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나름의 주제와 플롯을 자기 질병 경험과 생애에 대해 구성했
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처음 통증을 어떻게 경험했고, 그 당시 어떠한 상황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자신의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들, 통증
과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몸의 고통과 치유 경험이라는 이
야기 내용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플롯으로 배치된다.

1. 인정의 서사
인정의 서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김서연과 김수지이다. 이들은 아픈 나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발견의 순간을 강조한다. 통증의 불가해와 표현불가능, 이로 인
한 통증에 대한 불신은 자신의 통증이 실재하였고 당시 몸의 고통이 어떠하였
는가라는 묘사에 집중하게 한다. 통증의 실재와 아픈 나라는 존재의 인정이 서
사의 중심에 놓인다. 만성통증의 공유불가능성은 아픈 자신을 불가해한 존재로
여기며 낙인을 만드는데, 그러한 사회적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들과 자기 이해의 구성이 주된 플롯으로 제시된다.

①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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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의 질병서사는 불가해한 통증을 지닌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와,
통증의 공유불가능성과 아픈 몸에 대한 시선들로 인한 고독으로 구성된다. 출산
전까지 만성통증은 심리적 문제로, 출산 후 만성 통증은 가사와 육아 과노동으
로 설명된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연대기로 구성되는데, 만성 통증은 진단명보다
당시 자신이 느꼈던 몸의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고 그 후 자신의 상황이 이야기
된다.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통증을 일으킨 원인으로 때로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이유로 설명된다.
김서연은 1차 구술에서 “만성통증과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 58분간 면담자
에게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서사를 마무리한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사람은 소통되는 사람과 해석하며 풀면서
그럴 때 몸도 가벼워지는 것도 느끼잖아, 아까 이야기한 미세먼지가 힘든 게 있고. 난
실제로 미세먼지 왔을 때 몸의 통증이 느껴졌어. 이상해,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구.
왜 이렇지? 오늘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근데 미세먼지 많은데 내가 밖에 되게 돌아
다닌 날이었고. 미세먼지 많은 날 안 돌아다니면 그때만큼 아니더라구. 아 이게 이렇게
도 오는구나 그런 거 같고. 그러고 통증이라고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 같은데 뭔가
내가 되게 설명 안 되는 아픔으로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똑같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비스무리한 것들이 일어날 때 같이 통증이 오는 거 같애. 그니까 그냥 몸
이 기억하는, 뇌에 입력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때 느꼈던 확 느껴
지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남아 있는 거 같애. (침묵) (면담자: 58분동안 쉬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설명 안 되는 아픔”을 지닌 나, 그러한 나를 타인에게 설
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은 그녀의 질병서사 곳곳에 표현된다. 김서연은
당시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통증의 감각을 묘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33살 즈음
만성통증은 “너무 아픈 데가 많으니 말하기 힘들고. (잠시 침묵) 잇몸도 아프거
있잖아요. 잇몸도 아프고. (잠시 침묵)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며 프리다 칼로
의 그림을 예로 들며 몸의 고통을 형언하는데 성공한다. 김서연은 화상의 고통
과 만성통증의 고통을 종종 “이따이 이따이”라 표현한다. 육체적 고통의 표현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김서연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의 경험을 표현할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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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인터뷰 상황에서의 침묵이나 표정 변화와 같은 육화된 언어와 비유를
사용하며 서사를 이어나간다.
인생의 화두는 “나는 왜 고통을 받아야 하지? 왜 하필 나지?”라는 질문이다.
그녀에게는 유년기 화상으로 인한 고통은 “사고”로 설명되지만, 만성통증은 아
팠던 당시 자신을 둘러싼 젠더화된 곤경이 그 원인으로 이야기된다. 만성통증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의 표현 불가능성과 공유 불가능성으로 인한 오명을 야기한
다. 그녀의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시선, 차별, 고독이다. 만
성통증이라는 육체적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온 몸의 기운으로” 타인에게 전해
져 “사회적 시선들”에 노출되었다. 김서연은 만성통증에 대한 낙인과 오명 경험
은 구체적 사건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유년기 “화상을 입은 몸”을 향한 시선으로
종종 설명한다.

몸으로 여자라는 게 점점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외적으로 많이 보니까 여자아
이구나.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 목욕탕이지. 옷을 많이 벗을 때. 노출되는 부위에서 여
자라는 게 많이 보이고 내 화상까지 같이 보이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시선에서 느꼈다
고 했잖아요. 그 때는 내가 어릴 때 사고, 사고에서 일어난 발달 단계에서 내가 느끼는
부정의함 이런 것, 차별 이런 거였는데.

위에 인용된 녹취문은 김서연이 3회차 인터뷰에서 환자로서 여성으로서 자기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다. 육체적 고통과 질병이라는 아픔에 대
한 사람들의 편견은 그녀에게 “부정의함”이라 해석된다. 타인의 이러한 무례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아픈 이들만 나눌 수 있는” 문제이기에, 종
교적 위안을 이야기한다. 김서연은 교과서 속 인권 문제로 차별을 배우는 큰 아
이와 달리, 11살 둘째가 아토피로 놀림받아 “아토피는 차별이다”라 하였던 경험
을 말한다.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순
간들과 그러한 시선을 해석하는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이야기된다.

<나는 아프다> 이런 팟캐스트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 이게 우울하게 그런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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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픈 이야기를 죄의식을 느끼며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니가 몸 관리
잘 못 해서 아픈 거야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이유도 모르고. 세상에 설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나 혼자 온전히 살면서 아
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애키우며 여자로 살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를 이게 다 내 탓이 아니야. 니가 잘못해서 그래 이게 너무 싫고. 특히 몸으로 했을 때
니가 관리 잘 못 해서 그렇다, 미련해서 애를 잘 못 키워서 라던가 이런 거 말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수다로만 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알
고 말 안 하면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왜 내가 아픈 걸 숨기듯이 죄의식처럼 느끼고 그
래야 해? 모든 사람이 자기 아픈 걸 하다 보면 나중에 웃게 되잖아. 아픈 걸 너무 많이
하다보면 할 이야기가 없어서 막 웃어. 맞어 맞어. 이래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해소되
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면 좋겠다 했거든.

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화두이기에, 다른 질환으로 “타인과 소통이 불가능
한 이들”과 만남이라는 경험(비공개)과 그 의미가 3차 구술에 이야기된다. 김서
연의 질병서사는 만성통증이라는 육체적 고통의 표현 불가능성과 공유 불가능
성에도 자기 발견의 순간들과 자기 이해의 순간들로 구성되며, 이를 같은 고통
을 느끼는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며 치유하는 경험이 이야기된다.

② 김수지
김수지의 질병서사는 진단명 없는 만성통증으로 살아가게 된 과정에 대한 이
야기와 가족(남편)에게 의존한 채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현대의학 불신
의 경험적 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김수지의 질병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자신의 아픔이 극심함에
도 진단명조차 얻지 못한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왜 병원에 갈 수 없었는지, 한국에서는 대
학병원 의료진조차 숱한 검사를 하여도 자신의 통증 원인을 찾지 못하였는지,
의료진의 치료법을 따르지 않은 채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갔는지, 그 과정에서
현대 의학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얻게 되었는지가 이야기된다. 1차 면접은 만성
통증과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적 이야기라면, 2차 면접은 이러한 경험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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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의 통증과 발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30여분
간 쉼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대학병원 퇴원 후 몇 년의 시간에 관한 서사는 통증 증상과 치료 관리보다 배
우자와의 결혼생활 갈등이 중심이 되었다.

미국에 아프면서 계속 내가 아픈 거, 매일매일 아픈 거,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점점 죽게 되는 건가 하나랑. 이혼을 할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
떤 이혼 방법이 최선인지, 미국에서 잠수타? (웃음) 어 아니면 돌아가서 이혼을 찍고
와? 막 이런 것들을 항상 매일매일 이혼 생각을 안 한 적이 하~루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 다음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서있고 그래서 그 미움은 몇 년간 끝까지 갔는데. 지
금 좀 지금은 없는데. 근데 그 때는 나를 나를 밥해주고 옆에서 부축해 줄 사람이 너~
무 필요하더라구. 근데 나는 엄마 아빠한테 가기 너무 싫어요. 엄마아빠한테 그거를,
나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아픈 모습 보여주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그니까 이 사람이
미워도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때 너무 그냥 그냥 막 판단이고 뭐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필요했어. 사람이 하나가. 내 옆에서 나를 보조해주고 계단 갈 때 부
축해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도 얘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인 거야. (면담자: 성
실히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런 것도 잘해요. 책임감은 없는데. (잠시 침묵) 보호 이런
거, 고양이도 되게 잘 돌봐줘요. 밥 주고 이런 건 되게 잘 해요. 큰 일은 (웃음) 못 하는
사람인데. 그 때는 그게 너무 필요해가지고 같이 있고. 이제 나중에는 그걸 진지하게
따져야 할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옆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이
유로 이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잖아요.

이는 미국 공항에서 남편과 예기치 않은 이별,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남
편에 대한 실망, 왜 이혼하려 했는지, 그랬던 남편과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는지, 그 실망이 해결되지 못 한 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조절되었는지로 구성된다. 그녀의 서사에서 가족은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된다. 몇 년간 아픈 자신을 돌봐줄 사람,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문득문득
이야기된다. 누가 병원비를 지불하였는지, 누가 돌봄을 제공하였는지, 또한 누
가 아픈 나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라는 내용들이
다. 그렇기에 김수지는 다른 생애사 구술자들이 생애 첫 통증에서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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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예기치 않은 결혼부터 이야기하는 것이다.

습진도 생기고 진물 나고 이랬다 했잖아요. 얘보다 그 발진이 만약에 나한테 또 일
어나면 저는 또 엄청 무서워했을 거예요. 이런 지금 피부의 문제는 별로 안 무섭거든
요. 근데 그 똑같은 발진이 그 때 일어나면 되게 많은 게 무너져 내릴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관절이 또 아파질 거고 막막 이런 생각에. (면담자: 그 후에 다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그사이 의학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아요. 생
약집을 찾아 가겠어요. 그걸 찾아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과 돈이 드는 거예요. 그 때
병원에서도 실비로 처리를 다 한다고 해도 그걸 다 할 수 있나? 모르겠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잡아먹는데 못 찾아냈으니까. 그 때 제가 한달을 입
원했는데. 마지막에 곤충도감 들고 와가지고. 못 믿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자가면역질
환이 아닐까? 저는 그럴 거 같은데. 뭐 관절 피부 그 쪽으로 드러나는. 그게 그렇게 발
전했다고 보지도 않아요. (웃음) 전부 그냥 아픈 거 증상만 제대로 알아낼 수 있지. 원
인을 밝혀내는 거 같지 않아요.

통증의 실재성은 진단명이 없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통증을 지녔는지, 당
시 그 고통을 상세히 이야기하며 청자에게 전달된다. 만성통증 치료와 입원 이
야기들은 의사에 대한 불신의 경험적 근거로 제시된다. 한달간 대학병원에 입원
하여도 병명을 찾아내지 못한 의사뿐 아니라,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에게 “멍청
한 소리를” 하는 “돌파리 같은”, “의사 같지도 않고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없는”,
“의사가 아니라 미용사 같은”, “사기꾼들, 장사꾼들”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묘
사된다. 터무니 없이 비싼 치료를 권하고, 때로는 환자에게 병을 방치한다고 비
난하는 의사들과의 만남이 자신의 치유 실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로 이야기는
이어진다.
발진을 동반한 만성통증은 “울상”이라는 표정의 변화만 가져다주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이 현대 의학에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치유에 관한 가치관 변
화와, 더 이상 치료를 구하지 않으며 자연치유법을 찾는 실천들로 이야기된다.
즉 진단명 없는 불가해한 통증을 지닌 나는 그 자체로 현대의학의 “철학적 한
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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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의 서사
치료의 서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박은진과 정태욱이다. 이들은 더 나은 치료
를 받기 위해 정보를 선택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환자이면서 동시에 합리적 의
료소비자로 치료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론은 완치되지 않은
채 만성통증을 지닌 채 살아가는 나이다.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은
이들이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며 얻은 체현된 깨달음으로 제시된다.

① 박은진
박은진의 질병 서사는 20대부터 25년간 병원을 옮겨다니며 받았던 숱한 치료
여정이 중심이 된다. 20대 통증은 어깨가 쑤시고 때로는 시리고 “귀신이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지만, 질병이라 여기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한국 노동건강권 운동의 영향으로 직장 건강검진에 VDT 증후군이 포함되자, 자
신의 만성통증이 질병이며 직업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성통증의 원인은
은행원으로 일하는 작업 자세와 노동 강도로 설명된다. “월급에 병원비가 포함
되었다”며 계속 일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지속한다. 통증 치료의 “다양화 고급
화” 속 합리적 의료소비자로서 경험과 치유의 일환으로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되
는 경험이 강조된다.

은행에 들어와서 일을 하며 고정된 자세로 앉으며 완전히 굳어지며 계속 아픈 거죠.
근데 지금 내가 25년 일을 했는데 계속 앉아서 일을 하고. 가장 내가 안 좋았을 거 같
은 이유는 전화를 이렇게 귀에 대고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들어 전화기를 머리를 구부
려 고정시키는 자세를 하며) 이렇게 받는 거를 거의 수십년 간 해온 상황인 거지. 그래
서 딱 가장 큰 거는 그 거랑. 가방 매는 거랑, 전화기 잘 못 드는 거랑 또 하나는 짝다
리. 복사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짝다리로 서서, 그 때 내가 복사를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병원을 갔던 그런.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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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서사에서 그녀의 만성통증은 은행원으로 일하며 생긴 것으로 이야기되
며,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야기한 작업자세는 말뿐 아니라 신체를 이용해
설명된다. 그녀의 서사에서 일터에서 아픈 몸으로 일하는 고통은 강조되지만,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족 내 아픈 몸으로 일하는 고통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
는다. 가족 내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일하는 여자들은 일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고, 직장 안 다니는 여자들도 되게 많이 아픈 것”은 “여자들의 인
생살이에서는 아픈 게 축적이 되는 거죠”라 여성들의 삶에서 “당연한” 것이라
언급될 뿐이다. 가족 문제는 만성통증의 원인이나 관리의 문제로 이야기되지 않
지만, 가사노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편에 대한 원망은 분노와 열감이라는 갱년
기 증상으로 이야기될 뿐이다.
그녀의 서사는 생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전문적 보건의료제도 속 환자됨의 경
험과 그 해석을 담지만, 25년간 숱한 치료에도 여전히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자
기 자신을 정당화한다.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그럼에도 “계속 아플 거
야, 늙어서도”라는 서사는 과거 치료 경험을 돌이켜보며 해석하며 미래를 어떻
게 전망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니까 다방면으로, 나처럼 아픈 사람들은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 이 병원을 다니다가 저 병원을 갔다가 이 운동을 했다가 저 운
동을 했다가 시도는 최소한 열 개에서 스무 개는 했을 거야. 궁극적으로 꾸준히 운동
을 십년 이십년 한 사람은 안 아플 거 안 아플 거 같고. 아우 이 병원 일 년 해서 조금
가만있다가, 아프면 또 갔다가. 또 뭐 좋다고 하면 그거 한 번 먹었다가, 대부분 사람
들이 만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방식은 안 바뀌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계속 그걸 먹고 있고 계속 그 자세로 걷고 앉아 있고 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
계속. 잠깐 좋아지는 거야, 운동하는 동안 병원 다니는 동안. 그게 확 바뀌어서 내 걸
로 되는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안 아프니까. 끝까지 못 간 사람들이 계
속, 병원도. (면담자: 끝까지 가기 쉽지 않죠.) 봐봐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뭐라고 하
면 “어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해서 이 병원 가면 또 다른 말을 해. 그걸 다 조합을
다 해보면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어떤 때는. “아, 그래서 그런 거죠?”그렇게 되는
데. 계속 아플 거야 늙어서도. 운동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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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아플 거”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박은진은 치료와 운동을 계속 하는데,
자신의 질병 서사 내 인과성과 서사적 긴장은 다른 질병과의 비교로 정당화된
다. 질병 자가보고의 어려움은 자신의 20대 소화불량 치료 경험과 자녀의 비염
치료 경험으로 비유된다. 열감, 기침, 종양, 설사 등 증상을 동반하거나 객관적
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가 없이 환자의 자가 보고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질병
은, 환자로서는 어떤 감각이 병리적인 것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암
이나 중증 질환은 병가를 쓸 수 있지만, 만성통증 같은 만성 질환은 계속 아픈
채 살아가야 하기에 병가의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알려지면 해고의 사유가 되
기에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② 정태욱
정태욱의 질병서사는 통증이 만성화되는 과정과 자신의 만성통증을 치료해줄
의료전문가를 찾는 어려움이 강조된다. “만성통증과 살아온 삶”에 대해 연구자
가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처음 어떻게 통증을 얻게 되었고 어떠한 기준
으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여정을 중심으로 35분간 이야기했다.

어쨌든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총 여덟 군데네요. (면담자: 처음에는 이차병원 정도?)
일이차 병원에서 계속 올라가죠. 이미 OO대학교 갔을 때부터가 삼차로 뛴 거죠. 거기
는 진단서를 필요로 했었으니까요. 네. 지금 계획도 우선 제가 그 쪽에 전화를 못 했는
데, OO병원 다시 예약을 잡으려 했거든요. 원래 받았던 주치의가 해외연수 잡혀서 다
른 의사 분에게 넘어가는데 때마침 뭐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들어봐야 되는 것도 사실
이고. 실제 통증 올라오기도 했고. 어지간히 온찜질을 하냐 뭐 이러냐의 수준은 넘어선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제가 스스로 케어를 하는 건 이미 넘어섰다는 걸 제 스스로 느
꼈죠. 제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고. 병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스토리 상 시간 상.

치료가 중심이 된 서사는 현재 병원을 8군데나 다니며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고민하는 과정, “수술파와 비수술파 의사들”의 의견 중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
한지로 수렴된다. “스토리 상 시간 상” 현재는 “병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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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재를 전망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는 “주로 극복 이야기”이지
만, 현재의 만성통증은 “병원마다 의견이 다 달라” 생기는 혼돈을 강조한다.

구술자: 같은 날 촬영된 거를 들고 판독을 또 갈려 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많이 혼선
이 생기더라구요.
면담자: OOO병원이랑 다른 데가
구술자: OO병원이랑
면담자: 네. 판독 자체가 다른 거예요? MRI
구술자: 네. 지금 공통된 거는 지금 이 요 AC Joint의 관절염(견봉쇄골 관절염). 낭종
이야기는 OO 병원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지금 뭔 그니까 극상근 증후군이랑
지금 이 골극 이야기. 다 달랐어요. 그 때 3월 달에 경험한 거랑. 3월 달에 한
거. 잠깐 일시정시 할 수 있어요? [비공개 요청으로 녹음 중단] 요거는 어쨌든.
면담자: 어쨌든 병원마다 판독이 달랐다는 거네요. 병원마다 MRI 판독 달랐을 때 들었
던 느낌 생각?
구술자: 우선은 뭐지? 였어요. 왜냐면 그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본인들 병원에서 찍은
건 아니니까, 각 기계들마다 시그널 보내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
적으로 진하거나 옅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비슷하게
라도 찍혀 나와 주면은 아 내 몸 상태가 지금 이러니깐은 나도 마음가짐을 이
렇게 갖고 가야겠다 최소 그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현재 자신의 어깨 통증에 병원마다 다르게 나온 MRI 검사결과와 판독지
를 펼치며 설명하였다. 위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설명에도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
지 않아 “궁금해서 의학사전을 찾아” 판독지를 해석한 문서와 자신의 의문점을
정리한 한글 문서를 같이 연구자에게 보여주며 나눈 대화이다. 의료진마다 다른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자원을 동원하여 수십 만 원의 MRI 검사
를 여러 차례 하였고 10만원이 드는 판독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독하였는지,
어떻게 그 비용을 동원하였는지 등 이야기는 구술자의 요청으로 녹음이 중단된
채 이야기되었다.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법으로 인한 혼란은 자신의 잘못이 아
니라 치료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문제임을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정태욱은 다양한 병원을 다니며 상담을 구하고 치료를 받곤 했지만, 단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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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만을 “주치의”라 부른다. 다른 의료진은 “그 의사”라 명명한다. 그의 첫
“주치의”는 그가 3년 간 치료를 받았던 대학한방병원의 교수이자 TA(Traffic
Accident) 전공 한의사이다. 그가 다른 의사들과 주치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전
적으로 신뢰를 하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실력과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만 아니면 갔죠. 꼭 그 병원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도 OO대학교 한방병원이
있는데 그나마 가까운 데가 천안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만약에 거기라도 간다면 병원
데이터가 공유가 될 수 있으니까 치료를 이어서도 할 수 나갈 수 있는데. (면접자: 최
근에 어깨 다치고 이럴 때 이전에 아팠던 거를 의사한테 이야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과거 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 침묵)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 같아요. 어깨
건에 대해 아팠던 적이 있느냐 이 질문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특별히 말
을 할 것도 아니고.

“주치의”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환자로 이중 삼중의 노력을 요하는 자신의 곤
경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주치의”는 자신의 통증의 발병과 전개 그리고 치료
역사를 이해하기에 자신의 통증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법을 의심하며 다른 치료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의 서사에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병원을 다닐지 고민하고,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통증을 언제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어려움이 강조된다.
연구자가 아팠던 당시 사회적 삶과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정태욱의 질병서사에서 가족이
나 친구 직장 동료와 사회적 관계의 재편 과정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
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여도 자신의 만성통증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만성 통증
은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말하거
나 알릴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그에게 질병서사의 주도권을 주었을 때 만성통
증으로 인해 “병역처분과의 싸움”은 간단히 이야기되지만, 지하철 공익근무기
간 동안 통증의 경험과 그로 인한 낙인 경험은 생애사 속 맥락이 생략된 채 파
편적으로만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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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두 눈이 붉어지며)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많이 아픈 이야기
인데, 심적으로 슬픈 이야기. 근데... (눈물을 닦으며) (잠시 침묵) 위안점이 될 거는 없
었어요. 조금 조금 감정이 북받치기는 하네요. 하하. (중략) 처음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있는데, 그때 잠깐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저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겨내야 하는
건 저니까.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네요.
그게 지금 그 모습을 만들어 낸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표현도 잘 안 했고.

그의 질병서사는 주로 극복의 서사라고 해도, 극복의 기쁨을 가져다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다. 아픈 몸으로 살아온 삶,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는 것, 타인과 공유 불가능성과 아픈 존재로 인식되는 위험은 만
성통증을 혼자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 이야기된다. 그에게 고통의 표현은 형언할
수 없는 언어화되지 못한 채 빨개진 눈, 눈물, 표정의 변화라는 육화된 언어로
전달될 뿐이다.

3. 조정의 서사
조정의 서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손화연과 임선주이다. 이들은 만성통증으로
살아온 나의 삶과 그러한 몸으로 현재(최근 2~3년 간) 일터에서 겪는 곤경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만성통증은 인습적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한
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생산성을 발휘하며 헌신하는 일이 결국 몸의
소진을 낳았다는 반성과 후회가 이야기된다. 일터에서 생산력 있는 몸의 이상화
는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에게 곤경을 야기한다. 일터의 정치학은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게 하며, 그러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이 결론으로 제
시된다. 이들의 서사에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의 협상과 조정은 만성통증 예방과
관리의 중요한 방법으로 강조된다.

① 손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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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연의 질병서사는 의지가 있다면 완벽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 강
조되는 사회에서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
고통과 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의학의 통제력에 대한 환상은 손화연의
만성통증을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여기게 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 사회초
년기에는 직장인으로, 결혼 후 전업주부로 며느리, 아내, 엄마로서 역할과 책임
을 다하려 노력하는 과정에 통증을 얻었고, 아파도 치유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경
험이 이야기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의 아픔은 비난의
근거일 뿐이다. 이에 대한 부당함이 중심 플롯이 된다.

(잠시 침묵) 제일 거기 다니면서 화났던 거는 아프면 여자만 돌본다는 게 짜증났죠.
여자는 아파도 또 돌보러 가야 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서. (웃음) 나보다 더 아
픈 사람이 있어서 돌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후 다 괜찮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괜찮은 거 같은데. 과하게 일을 하
고 과하게 자기를 소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에 매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면 아픈 나
를 보면서 (웃음) 불편한 것처럼, 나도 너무 일에 매진하고 자기를 계속 소진하는 그들
을 보는 게 불편하고.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내 몸을 빨리 만들어야지.

손화연의 질병서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
속 갈등과 그러한 갈등의 조정이다. 가장 “화났던 거는 아프면 여자만 돌본다”
는 점과 노동자의 몸을 과도하게 소진시키는 직장 문화라 지목된다. 1차 구술에
서 직장 동료들이 아픈 나의 몸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어려움이 40여분 가량 이
야기된다. “아직은 멀쩡한” 사람들은 “계속 아파본 사람”의 몸 상태뿐 아니라
업무 속도를 개인의 헌신성 부족으로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아픈 자신을 “민
폐 주는 사람” “골칫덩어리”로 여긴다.
그녀의 서사는 한편으로는 아픈 몸으로 수행해야 하는 엄마 노릇과 가족 내
유일한 돌봄제공자로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며, 다른 한편
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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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내용들이다. 그녀에게 만성통증은 깨끗하게 낫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사
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야기된다. 그런 자신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 “저녁이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용량이 짧
아, 부족한 게 아니라 짧아”라 비유한다. 만성통증이라는 육체적 고통으로 일할
때와 “활력이 있는 상태”에 일할 때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이러
한 비유는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가득한 사회에서, 일의 속도 문제는
한 개인의 의지와 헌신성의 문제로 해석되기에 다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계획을 세울 수밖
에 없기에,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 나아가 모든 사람
의 몸은 항상 완벽히 건강할 수 없는데, 그러한 몸의 상태와 속도를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라 이야기된다.
3번에 걸친 인터뷰가 진행되는 사이, 남편의 실직을 경험한다. 1차 인터뷰에
서 남편과의 갈등은 전업주부인 자신의 처지로 이야기되지만, 2차 인터뷰부터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고민이 이야기된다.

저희 남편이 직장을 그만 뒀는데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니까 남편은 어떤 남자로
서 뭐 성취욕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잔소리 같은 걸 하면 주저앉
히는 상황으로 계속 가더라구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겠다
고 했을 때 잘 했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지금은 잘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의 조직 사회에서 밀려 났다는 거, 어 그 것에 대한 어떤 그 때 그 당
시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 없는 허탈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들
은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 있어서. 그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에 지금 사회가 내가 아픈 걸 내가 인정하고 남들이 인정 못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내 만족을 얻고 내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는
나로서는 그렇게 살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타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랬을 때 그런 사회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 가치를 유지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쓰읍. 우리 남편한
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어... 한편으로 힘을 빼게 해주면서도 한편으로 그게 또 주
류 사회로는 아마 쉽게 가지 못 할 거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면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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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어... 내가 아예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생각해보면 그 거는 아닌데. 뭐 때문에 애를 붙잡으며 살
아야 할까 생각도 하면서. 아이구. 질문이 뭐였죠? (웃음)

손화연은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과 이상에 맞지 않은 몸을 지닌 이들을
배제하는 문화는 아픈 이들뿐 아니라 건강한 이들마저 아프게 만든다고 주장한
다. 그러한 자신의 통찰은 “주류 사회의 인식”이 아니라 이야기하는데, 3차 인터
뷰에서는 “주류”라는 단어가 종종 언급된다. 아픈 자신과 실직한 배우자라는 현
재 가족 상황은 자녀들까지도 “주류 사회로 쉽게 (들어)가지 못 할 거다”라는 고
민으로 이어진다.

② 임선주
임선주의 질병서사는 일터에서 이상화한 생산적인 어떻게 몸이 노동자의 몸
을 소진시키며 배제하는지, 그러한 사회적 고통을 겪는 인간이 실존적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생산적인 몸이라는 이상과 직장 내 규율은 인간의
몸보다 일터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우선시하게 만든다. 사회초년생이자 비정규
직이라는 열악한 지위는 내가 일하다 아파도 어떠한 조치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는 이유로 이야기된다. 그 결과 통증이 생겨도 치료할 수 없고 만성화될 수밖
에 없던 경험들이 강조된다. 1차 구술에서 산재인데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처지, 아파도 아프다 말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노동이 얼마나
몸을 손상시켰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관한
그 서사가 30여 분간 계속되었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 나가고 나서도. 사진 검수. 가끔 잘 못 됐다고 전화오
는데 “전화 잘 못 거셨습니다” 이래요. (면담자: 어깨 아프면 병원 가셨던 거예요?) 국
장님이랑 엄청 싸웠죠. 박스 나르고 하면 그 다음날 쉬게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작업 안
하면 확인팀에 있는 사람들이 당일 날 뉴스 배경이 씨지는 맨날 쓰잖아요. CG 작업을
분류 안 해주면 방송 못 나가요. 내가 안 하면 방송 펑크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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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 되는데 내가 이 거 양쪽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쪽 작업을 안 한다고 이쪽 작업
을 안 할 수 없고. 어쨌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내부 시스템이 보안 때문에 밖에
서는 작업을 못 해요. 나중에는 회사에서는 사진 작업하고 나중에 개인 노트북으로 엑
셀작업하고. 회사에서 할 거 미리 작업해 놓고, 여기서 할 거 여기서 하고. 나중에 이
제 어깨 너무 아프고 손목 너무 아파서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
고 링겔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게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이 다음날 일어나면 팔이 여기
까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오십견처럼. 파스 같은 것도 붙여보고 바르는 크림 같
은 거 사람들이 사줘서 크림도 발라보고 약도 먹어보고 안 들어요, 나중에는. 하루에
진통제를 진짜 한 열 개씩 먹다가 안 돼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할 수 없는 작업량을 제시하는 회사, 그리고 자신에게 할
당된 업무량을 완수할수록 아파지는 나의 몸이 강조된다. 만성통증의 발병과 지
속 원인은 사람의 몸을 혹사하며 일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이다. 사회초년생으로
일터에서 아프다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스크래치난 상품”임을 알리
게 되어 “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기”에 고려할 수 없다. 병원에서 과로로 인한 만
성통증이라 진단에도, 젊은 신입사원의 통증은 “뭘 했다고 아프냐”고 이야기될
뿐이다.
만성통증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로 인한 몸의 소진 결과이기에,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일터를 떠날 것인가는 임선주의 서사에서 중심
에 놓인다. 만성통증을 치료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과 그렇게 “막 쫓기듯” 살
아온 삶은 몸과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임선주의 서사는 만성통증을 지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파도 아픔을 말하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저희 사촌오빠가 저희 대학교 들어갔을 때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른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다가 한 일년 이년 지나니까 어느 순
간 “얘가 죽은 건 되게 나약하게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애들이 죽으면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죽으면 별 볼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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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을 당하는데 내가 남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세상에
가볍게 여겨져야 할 죽음이란 없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냐 라는 생각도 들
고. 그냥 나 자신한테 충실한 게 낫구나. 다른 사람들 눈치보고 해봤자 저 사람들은 나
신경 안 쓰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냥 뭐 범법행위
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선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속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임선주의 서사에서 많은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표현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와 “어른들이 만든 거(세상)”이다. 성공한 삶은 아니더라도 안정적
으로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은 정상적 삶의 경로라는 사회적 기준에 도달
하기 위해 나다움을 포기한 채 몸의 고통을 견디게 한다. 임선주의 질병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자살”이라는 표현은 “어른들이 만든” 사회적 시선과 기준에 도
달하기 위해 “눈치보며” 사는 삶의 결과로 이야기된다. 그렇기에 “나 자신한테
충실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자신한테 충실한 삶”이란 바로 나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인
습적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삶은 몸을 목표 달성의 도구로 여기게 한다. 만성통
증은 더 이상 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내 몸을
도구로 여기며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상황들은 지속적 소외로 경험된다. 그렇기
에 만성통증을 지닌 나의 삶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몸의
경험을 가진 개인으로 나의 인식과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다.

여섯 명의 질병서사를 서사구성방식을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는 인정, 치료,
조정이다. 서사구성방식은 만성통증을 지닌 나의 삶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구술
자의 전략을 드러낸다. 이들의 서사구성방식은 만성통증을 지닌 채 살아가며 이
들이 직면한 사회적 고통은 무엇이며, 개인적 대처와 전략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다. 인정의 서사는 불가해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픈 자신
이 불가해한 존재로 여겨져 겪는 곤경과 외로움이 주된 내용이다. 치료의 서사
는 계속된 치료에도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한 이야기이며, 치료의 불확실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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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를 모으고 자원을 동원하며 더 나은 치료를 찾아다니는 경험이 중심
플롯이지만, 결론은 완치되지 않은 여전히 아픈 나이다. 조정의 서사는 아픈 몸
으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협상해야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며, 통증의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에도 노동자로 딸, 아내, 엄마, 며느리로 역할 해야 하
는 나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이 주된 내용이다.

2절

김서연: “내 욕구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김서연은 화상을 입은 몸으로 어릴 때부터 ‘여자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받았고, 몸의 차이에 쏟아지는 시선을 오래 질문하였다. 그녀는 통
증도 자신의 화상처럼 “이따이 이따이”라 반복적으로 말한다. 10대부터 허리 통
증이 있었지만, 당시 그런 감각은 그냥 달고 사는 것이며, 설명할 언어도 치료법
도 없다 여겼다. 생리통, 뻐근함, 붓기라는 신체적 고통으로 첫 진료를 받은 건
26살이다. 그녀의 질병서사에서 출산 전까지 통증은 화상 흉터를 지닌 몸을 바
라보는 시선과 말들, 수험생으로서 여대생으로서 예비신부로서 사회적 기대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이야기된다. 출산 후 육아 과노동은 통증의 원인이자 치료
불가능의 이유이다.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며 치유에 전념하였다. “화상을
입은 몸”으로 “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받으며 자라났기에 오히
려 출산과 육아에 전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했다. 한의원 치료와
맵씨 운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몸의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며, 여성들의 몸과
질병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외모, 여자다움, 길들여진 모성, 다른 몸은 그녀의
통증과 생애에 중요한 화두이다.

1. 화상을 입은 몸, “쟤가 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김서연은 1975년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6살 즈음 부엌에서 놀
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화상치료는 성형외과에서 하였고, 오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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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병원을 다녔다. 화상은 배에만 상처를 남겨, 가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
다. 화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도 “밤에 잠자기 전 고통스럽게 가렵다는 사실을
낮에 만나는 사람들은 몰랐다.”
김서연은 자신의 하얀 피부를 칭찬할 때마다 불편해졌다. “그냥 보통 보이는
순한 여자아이”로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 “되게 안에 분노도
많았고, 몸이 타오를 만큼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중목
욕탕에서 그녀의 화상 상처를 볼 때 눈빛이 달라졌다.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 목욕탕이지. 옷을 많이 벗을 때. 노출되는 부위에서 여자라는
게 많이 보이고 특히 내 화상까지 같이 보이게 되면 거기서 오는 시선에서 느꼈다고
했잖아. (중략) 보이는 걸로 엄청 차별하는 세상이라는 거, 차별이라는 단어 모를 때도
다 느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발가벗겨질 때에 ‘아, 여자 아이가 아프다’ 이거는 정말 다
르다는 것을 크면서 점점 해석이 됐던 거 같아. ‘아, 내가 여자아이라서 저런 눈빛으로
나를. 중년 여성이 나를 봤고.’ 다 다른 거야, 20대 여성이 나를 볼 때와 또래가 나를
볼 때 시선과, 출산을 한 여성 아니면 할머니들이 나를 보는 눈빛들이 막 자세히 기억
나는 건 아니지만. 왜 다 저렇게 나를 보지 싶었거든 특히 목욕탕에서.

김서연은 화상 상처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 시선의 차이까지 기억한다.
그 시선과 표정은 견딜 수 없고 혼돈스러웠다. 해석이 필요했다. 김서연의 생애
구술에서 유년기 목욕탕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의 시선과 말들은 곳곳에서 불쑥
불쑥 나온다. 다른 피부, 그러한 피부를 지닌 몸에 쏟아지는 시선들. “차별”이라
는 단어를 모르는 어린이였지만, 그러한 시선들은 차별이 무엇인지 온 몸으로
일깨워줬다. 화상 부위가 자궁 위쪽 배이기에, 사람들은 김서연의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입방아에 올렸다. “화상 입은 몸”으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
을까”라며 출산이라는 “여자 역할”을 의심받는 상황은, 김서연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어릴 적 화상으로 인한 통증과 다른 통증을 처음 느낀 건 중학교 3학년 생리
통이었다. “피부 말고 이 안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증”이었다. 남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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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학교를 다닐 때 생리에 대해 친구들과 말했던 기억은 없었다. 자신이 “생
리통이 심한 편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여자고등학교를 다니자, 통증 부위와 강
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통증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곧
죽어도 학교에 무조건 가야 하는 집이었기” 에 아파도 등교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생리통이 허리로 온다는 것, 그리고 통증이 배란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니 당시 그 통증이 생리통일 수도 있지만, 생리 동안 배
가 아프면 “허리를 쫙 펴기보다 배 쪽을 약간 구부린” 자세를 하여 “개운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종일 학교 의자에 앉아 “많이 움직이지 못 하
고”, “막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집에 돌아오면 “말 섞기도
싫어 뻗어 버리”는 삶이 반복됐다. 청소년기 대학입시로 인한 중압감이 통증의
원인으로 여겨졌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학 입시는 경쟁사회 진입의 첫
관문이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2. “너는 여자애가 왜 그러고 다니냐?”
김서연이 통증으로 치료 받은 건 26살 때였다. 엄마가 알려준 “동네에서 잘
하는” 한의원이다. 김서연은 당시 한의사에게 “통증에 대해 설명을 안 했다.” 통
증을 “표현될 수 있는 아픔들, 상식적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아픔이라
생각하지 못 해, 설명하지 못 했다. 당시 통증은 표현할 수도 없었고 치료할 수
있다 생각되지 않았다. 당시 몸은 항상 뻐근하고 무겁고 “건강하지 않게” 부었
고, 그러한 증상 보고에 한의사는 어혈과 순환으로 설명하였다. 치료를 받으며
몸이 점차 좋아지자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안 돼서 통증이 있다”는 설명이 몸
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김서연이 자신의 통증을 “순환”의 논리로 표현하는 의학
적 근거이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게 처음이었다. 치료 중단은 의사
의 성추행 때문이었다.

근데 좋아졌는데 그 새끼가 성추행을 했다고 했잖아 내가, 치료가 쫑났어.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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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더 아퍼 더 아퍼. (소리를 지르며) 더 아프게 됐어. 왜냐면 이 화가 (웃으며) 어혈
은 풀렸는데 젠장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 이 폭발하는 분노를. 꿈에 맨날 이 한의원을
불태워버려 어떻게 하면 저 창문을 돌을 던져 깨버리고 한참 생각할 때야. 하하하하
아 짜증 나. 열이 확 나네. 아아~ (잠시 침묵)

꾸준한 치료로 “어혈”이라 이야기되는 통증은 사라졌지만, 성추행으로 한동
안 분노에 시달렸다. 가해자인 의사에게 복수를 하는 꿈을 매일 꾸었다. 허리 통
증이 계속 있었지만, 치료는 중단되었다. 김서연은 첫 인터뷰에서 자신의 통증
역사를 57분간 쉼 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꾼인데, 인터뷰 도중 유일하게
침묵했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을 하며 감정을 추스린
후, 자신의 질병서사를 이어나갔다.
김서연은 10대 후반과 20대의 통증을 심리적 원인으로 말한다. 엄마는 청바지
에 면티만 입고 다니는 딸에게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며 여성성을 드러내길
원했다.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다”고 하면 다들 “살 빼라 운동
해라”는 이야기만 하였다. 여드름이 심했던 어느 날, “너 이러고도 남자친구가
만나주냐?”라 말을 듣고 “내가 그 정도 외모인가” 고민한 적도 있다.
김서연은 살을 빼지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날은 통증이 없고 어떤 날은
통증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게 컸구나”라고 느꼈다. 점차 자신의 마
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여자라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
자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앉는 자세, 옷매무새, 헤어스타일 등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훈육은 오로지 교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대학은 그러지 않았다. 특히 남자
가 많은 공과대학에 진학하자, 여자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
한 주위 사람들의 훈수는 늘어났다.

어렸을 때 아픈 애들이 되게 예민하잖아. 시선에 너무 잘 알아차리고. 이런 것이 발
달된 상태에서 몸이 보여지면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보여지는 단계
로 넘어간 거지. 어릴 때는 외모보다는 아이들 너무 귀엽고 피부가 하얘서 이쁘고. 나
는 피부는 하얀 편인데 안에는 화상으로 불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회복되지 않은

- 118 -

3장 인정의 서사와 방어하는 자아

것들에 그러다가. 커서는 살이나 생김새나 ‘너는 왜 점도 안 빼니? 왜 안경을 아직도
안 벗니? 왜 라식 수술을 안 하니?’ 끊임없이.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정말 싫었던 거 같
애. 그게 몸으로 왔던 거 같아.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미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얼굴 모양, 여드름과 같
은 피부 상태, 피부톤, 혹은 옷차림, 안경, 자세 등 그녀에게 조언과 훈수를 가장
한 간섭이 이어졌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지려 인적이 드문
산에 갔다. 대학 시절 “산에 가서 널부러져 있고 거기서 시험공부한 기억”이 많
은데, “숲에 가면 공기도 좋은 것도 있지만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특별히 헛된
말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니 몸이 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나를 있는 그대
로 받아주는 사람과 만나니” 통증이 사라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시선 폭
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김서연에게 통증 예방의 효과적 방법이었다.

3. “애 문제(임신)가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지만, 동거가 아니라 결혼해야 했다. 김
서연은 자신과 “남편이 첫째라 그렇다”고 간단히 말한 후, 결혼으로 인한 예기
치 못 한 어려움을 길게 이야기하였다. 부모님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에
“니 몸 그런 거 아냐?”는 말부터 했다. 그 질문이 아직도 상처로 남지만, “애 못
낳을 수 있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부모가 아닌 웨딩플래너인 시사촌과 만남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웨딩플래너는 남편의 사촌이었고, 김서연을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다.
시사촌은 김서연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몸이라 여겼고, 그녀의 몸보다 작은
웨딩드레스를 권하며 드레스에 맞춰 살을 빼라 말했다. 결혼식 직전 살이 “하나
도 안 빠졌다”며 그녀를 타박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행복한 신부의 모습은 드
라마 속 환상에 불과했다. 김서연에게 웨딩드레스는 다이어트와 외모지적이라
는 “싫고 피곤한” 기억으로 남겨졌다.
그녀의 생애 서사에서 결혼 전 직장생활은 간략히 언급된다. 결혼을 하자 처

- 119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음으로 “나 혼자만의 방”이 생겼지만 “하나도 좋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벌었던 “천몇백만원이 가구로 변했”고, 내 방에서 가구를 볼 때
마다 “영혼을 살찌우는 여행”을 가보지도 못 했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결혼 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 채, 아내, 며느리, 예비 엄마로 자신을 바라봐야 했다. 내
“선택”인 결혼의 무거움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김서연은 “뭔가 가족 제도로 들
어가 이 사람이 제대로된 사회 역할을 하는 꼴을 보여줘야” 하는 압박을 느꼈기
에, 그즈음 “잠도 못 잘 정도로 허리가” 아팠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놀라며) 근데 내가 왜 산부인과로 갔을까? 지
금 생각해보니. 허리 아프면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어어... (잠시 침묵) 아마 허리도 무
지 아팠는데 생리통 이상으로 배가 많이 아팠던 거 같고 생리 중이 아니었는데도. 그
래서 아아... 나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른들은 “왜 애가 안 생기
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엄마가 추천했던 거 같아. “OO OO병원을 한 번 가봐라” 그래
서 아 OOOO병원이구나 OOO에 있는 거. 남자 의사였고. “물혹이 되게 많다. 근데 이
게 사이즈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작지도 않다.” 이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나
는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물혹과 바로 관련된 건 “출산을
못 할 수 있으니, 일 년 뒤에도 애가 못 생기면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일 년 동안
계속 아프라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먼저가 아
니고 나는 애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허리 아픈 거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 “이거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이야기야.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되었지만 친정 엄마는 딸의 임신을 위해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산부인과를 예약했다. 통증 자체는 증상이지 병이라 인식되지 않았
던 시기였고, 김서연 역시 허리 통증을 배란통과 생리통으로 이해하였던 경험
때문이다. 생리 기간도 배란 기간도 아닌데 허리 통증이 계속되자, 그녀의 통증
은 뭔가 설명이 더 필요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허리 통증을 자궁 안 물혹의 가
능성으로 에둘러 이야기할 뿐, 원인도 치료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김서연은 뾰족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자 “옛날을 떠올리게” 되었다. “과거에
내가 언제 아픈지 헤아려 보며”,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생각했다. 우선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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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혹이 있으니 “일단 자궁을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어혈
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몸의 순환이 가능한 치유법이었다. 다양한 운
동 중 “단전호흡과 기체조”가 몸의 기를 순환시키기에 적합하다 생각했다. 김서
연은 한 번도 “돈 주고 운동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다. 살면서 “돈이
풍족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월급 전부는 혼수로 바뀌었고 신혼집도 “빚내서
구했기” 때문이다.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다. 다행히 집 근처 복지
관에서 기체조 무료 강좌가 열렸다.

집 근처에 복지관에 새벽에 하는 6시에 하는 기체조를 한 거야, 무료로 한 거. 내가
20대 중반이니까. 그 나이에 가는 애가 없는 거야. 다 육칠십대 할머니들. 되게 이쁨을
받았어. 나는 내 또래에 있으면 너는 결혼했는데 왜 살이 더 찌는 거 같다는 둥, 몸이
되게 무거워 보인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나이로 보잖아, 되게
이뻐하는 거야. 이른 새벽에 와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쁨을 (웃음)
받으면서 기체조를 했어. 기체조가 예쁜 동작이 아니라 되게 크게 해야 되, 몸을 두드
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서 몸이 어~ 조금 나아졌던 거 같애. 그러면서 애도 가졌
어. 그걸로 애 가졌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뭐라 그럴까? 그냥 몸이 불편하니까 다
른 건 둘째로 가게 되잖아.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조금 책임감 있는 성인으
로 되야 하나 이런 걸 내려놓고, 내가 아프니까 내 몸에 집중하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엄마아빠한테 충분히 있는 그대로 사랑 못 받은 걸 (웃음) 여기서 받는구나.

무료 강좌는 “엄마아빠한테 충분히 있는 그대로 사랑 못 받은 걸” 얻었다는,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는 예기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4. 독박육아, “육아통”의 시작
김서연은 2005년 첫 아이를 낳았다. “자연분만 모유수유는 내 몸의 기능으로
굉장히 중요”했다. “애 낳을 수 있는” 몸, “가슴이 작지만 젖도 충분히 먹인” 몸
임을 증명하자, “뭔가 큰 숙제를” 한 것 같았다. “내 몸이 괜찮은 몸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입증된”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외적인 것을 떠나서 해석이 안 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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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야 한다는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렇지만 또 다른 통증이 찾아
왔다. 김서연은 그 통증을 “육아 통증”이라 명명하는데, 아이를 “계속 안고 젖
먹이고”,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아기 업고 안아” 생겼기 때문이다. “붓고 무거
워서 아픈” 게 아닌 육아 “과노동”으로 “피곤해서 아픈” 거였다.
김서연은 “애 키우며 손목이 나갔다”는 생각에, 육아와 가사에 손목 대신 팔
뚝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손목과 팔뚝의 역할이 원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니
이두박근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을 “젖은 수건” 같았다고 표현하
는데, “축축한 게 계속 누르는 것 같은”, “젖은 수건 백장”이 어깨에 있는 듯 하
였다. 몸이 아프고 틀어진 느낌이 들어도 “애 낳고 키우는 건 힘드니까 이 정도
로” 아픈 건 “당연하다” 생각해 병원에 갈 생각도 못 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란 생각도 있었지만, 내 몸보다 아이에 “다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미
쳐 세세히 못 느꼈던” 거였다. 2008년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의 돌봄 노동
은 큰 아이와 아토피 영아의 간병으로 늘어났다.

늘 허리 아픈 건 계속 있는 거지 막. 잠 못 자고 이런 걸로도 되게 컸던 거 같애.
피로 누적으로 인한 통증 있잖아. (웃음)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지지고 셀프 마사지를
하고. 돈 내고 마사지할 형편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그런 것도 안 풀려 있었고. 근데
둘째 때 피크를 달리는 거지. 많이 아팠고 (출산으로) 몸 다 풀기 전에 그랬는데. 그 때
이미 첫째 때 균형 잡히지 않은 몸으로 달리고 있는데 둘째 때 극으로 간 거지. 아픈
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더 뼈가 내려앉는 느낌 있잖아, 뼈가 내려앉는 느낌에.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다 아팠어. 그냥 다 아팠어. 말하기 어려운 것도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팠다가 아니라 그냥 다 아팠던 거 같애. 어쩔때는 머리통도 너
무 아프고 눈알이 빠질 거 같이 아프고 눈썹 끝에도 막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아픈 데가 많으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잠시 침묵) 잇몸도 아픈 거 있잖아. 잇몸도 아프
고 (잠시 침묵)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애 키울 때 마디마디가 너무 아픈데 마디마디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느낌. 너무 많이 아프니까 말
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막. (웃음) 혼자 우울감. 근데 그냥 내가 원해서 하긴
했지만 그런 것 아닌 것도 있고. 남자들이 그렇게 아픈 걸 나는 못 봤거든. 맨날 애 업
고 골반이 내려가는 거 같고. 정말 밑이 빠지는 느낌이 수시로 드는 거 같애. 그때까지
병원을 안 갔어. 병원을 안 가고 애 돌보기 바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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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부터 둘째의 아토피가 시작되어 일년 넘게 간병에 몰두했다. 간지러움에
밤을 새우고 울던 아이가 밤에 서너 시간 자기 시작하며 진물도 줄었다. 김서연
은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아이 아픈 게 먼저였기에 병원을 “안 갔다”. 당시 어디
가 어떻게 아프다 말할 수 없었는데, “그냥 다 아팠기” 때문이다. “뼈가 내려앉
는” 느낌, “골반이 내려가는” 느낌, “밑이 빠지는” 느낌이라 당시 통증을 설명한
다. 그렇기에 그녀의 만성통증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라는 젠더 문제로 명명된다.
돌봄 노동의 강도는 개별 여성이 정한다. 유모차보다 업고 안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거라 생각해,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몸을 썼다.
“지금 30대인데 몸은 60대 몸이다”, “너무 몸을 많이 썼다”는 의료진의 설명은
지금 나의 아픔을 육아의 문제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김서연은 “지나고 보니 내
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었다. “여성 모성애에 막 길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
냥 내 일, 내가 해야 할 일”, “기계가 아니라 내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
하여 육아와 간병이라는 돌봄에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그게 나를 되게 많이 가뒀던 거 같애 되게 무겁게. 출산하고 나서 되게 자유로워진
거야. 낳았잖아 나 애 낳았잖아 마치 증명하듯이.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여성주의
자 친구를 더 많이, 그때는 정말 별로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자유로운, 나는
출산이 나한테 자유롭게 한 도구였어 사실은 그게. 내 몸이 괜찮은 몸이라는 게 약간
입증이 된 듯한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었잖아.

화상은 하나의 “사고”이지만 만성통증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수행 과제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 붙여진 것”이다. 여자다움, 경쟁 사회, 보이는 걸로 차별
하는 세상이 그녀에게 준 시선들은 출산이라는 엄마라는 지위를 획득하자 사라
졌다. 그녀가 열심히 육아에 임하였던 것 역시, 내 몸이 괜찮은 몸임을 증명하고
픈 마음과 한편으로 아이와 교감이라는 즐거움 때문이다. 그녀가 육아에 몰두하
고 몰입했던 그 마음은 모성애라는 “내 새끼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어린 이
생명체를 처음부터 키우는” “뭔가 살리”는 기쁨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성 수행
은 “길들어진 모성”이라 평가하지만, 자녀와 자신의 교감이 모성애로만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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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거부한다. 육아라는 돌봄 노동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마음이 강조되지만 몸으
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즐거움과 힘듦이 공존하는 “미친년” 같았지만,
그 노동들은 “자신이 잘 쓰이고 있”음을 엄마라는 여성의 기능을 입증하는 것이
다. 육아에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자신을 사람들은 모성애가 뛰어난
사람이라 칭송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역사를 항변
하였다.
허리가 심하게 아파 동네 정형외과에 간 적도 있다. “아직 디스크는 아니지
만”이라는 말이 그녀가 유일하게 이해한 설명이다. 의사는 물리치료와 약물 처
방을 하였지만,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물리치료를 받는
건 너무 불편했다. 약물 처방에서 스테로이드는 항상 문제적 상황을 만들었다.
스테로이드는 모유로 아토피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어, 스테로이드를 빼고 처방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 의사들은 “젖을 끊어라”, “엄마 몸이 먼저다”고 권했
다. 정형외과에서 약물 처방으로 의사와 싸우게 되자, 점차 한의원을 갔다. “젖
끊으라 겁주는 이야기”보다 “일단 해 봅시다”, “차도를 봅시다”는 말과 침치료
동안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를 “옆에 끼고 젖 먹이며”
침을 맞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애도 나도 조금 견디기 쉬운 쪽이 한의원”이었
다. 다리와 허리 통증은 일상이었고, “죽을 만큼” 아프면 “살려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었다. 물론 “응급처치”로 “몇 일을 버티게 해주는 힘”도
중요했다.
정형외과도 한의원도 “한두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었다. 병원에 가도 왜 아픈
지 설명이 달랐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픈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의학적
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픔을 지닌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낸 사람도 있
지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니”라며 핀잔을 보낸 이도 있었다.

5. “엄마가 두 발로 걸을 수 없으니 네 발로 가겠다”
둘째 아이 아토피가 점차 나아지자 큰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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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살이 되었다. 첫째아이에게 아픈 동생과 그런 동생만 바라보는 엄마로 기억
되지 않을까 미안해졌다. 초등학교 입학 전 큰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주고 싶
어, 숲놀이 모임에 참여했다. 일주일에 두 번, “도시락을 싸들고 앞에는 배낭을
들고” 뒤에는 “둘째를 업고” 큰 아이 손을 잡고 숲으로 갔다.

육개월 지나서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진짜 엎어졌어. 애를 업은 상태로. 이게 허리
에서 딱 뭔가 튕겨져 나온 느낌이 들면서 와르르 진짜 와르르 무너진 거야. 진짜 헉했
지 헉 했지. 한참을 길에서 엎드려 있다가. 너무 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건
일단 집 근처고 전화도 있고. 근데 인제 애가 문제다. 애들은 졸려서 찡찡대고 난리가
났는데 길에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허허 (웃음) 이러고 있다가 이럴 때 움
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큰 애한테 둘째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엄마가 몸이
이상하니 네가 짐을 들고 집까지 가야 한다. 엄마가 두 발로 걸을 수 없으니 나는 네
발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막 장난치듯이 간 거야. 애들이 걱정할까봐. 이래서 집까지
간신히 갔어. 쓰러졌지 뭐. 일어나지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잠시 침묵) 진짜 암담했
어.

길거리에서 쓰러져 허리가 아파 두 발로 걷지 못하고 네 발로 걸어간 그 사건
은 “신호”라 이야기된다. 다음날 병원에 갈 때, 남편과 시부모까지 온 가족이 함
께 병원에 갔다. 정형외과는 검사, 진료, 물리치료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병
원 내 이동도 많기에, “가장 빠르게 크게 불편함 없이” 치료받는 한의원을 갔다.
그렇게 몇 일간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환자로서 성원권을 획득했다.
일주일간 친정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가사와 육아 그리고 간병까지 맡았다. 통
증으로 앉을 수 없으니 “엎드려 개처럼” 밥을 먹었다. “다행히 어릴 때 개를 키
워봐서 개 자세를 흉내”낼 수 있었다.
일주일간 가사도 돌봄도 하지 않고 “쉬니까 응급처치가 되어” 다시 직립보행
이 가능해졌다. 엄마는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재
개되었다. “치료를 제대로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 아이들 키우는 상황”이어서
“다시 그 전 세월로 돌아갔다.” 여섯 달 뒤 “똑같은 상황에 또 무너졌다”. 다시
아픈 자신을 “미련하다는 말”보다는 “너무 과했다” 고 자평한다. 다행히 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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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고, 둘째는 5살이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다. 때
마침 시작된 무상보육은 가정주부인 그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경제
적 부담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허리 전문 한의원을 소개
받아 왕복 3시간 버스를 타고 다녔다. 의사는 십분 넘게 “어떻게 내 몸을 썼는
지” 통증과 같이 살아온 “내 역사”를 경청했다. 의사는 일상생활 속 자세의 중요
성, 장기 치료의 필요를 이야기했다. 젖 물리고 아이 안으며 몸이 틀어졌으니 자
세를 고쳐야 하며, 10년의 육아기간 동안 아픔이 쌓여 왔으니 오래 걸린다는 건
“일리가 있고, 오히려 자연스럽겠다” 생각됐다. 의사의 설명은 뭔가 법칙처럼
그녀에게 와 닿았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지금 몸의 고통을 해결해줄 “희망”
으로 여겨졌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다”. 이는 치료를 두
달만에 종결한 이유다. 두 달이 지나자 친정 엄마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었다. 병
원은 너무 멀었고, 한시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돌아왔다. 의사에게
“병원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으니 “허리를
바로 세우고 가슴을 펴고 어깨 힘 풀고 정면을 보면서 정확히 걷는 방법” 등 일
상생활 속 자세와 운동을 알려주었다. 두 달간 치료로 “급한 불은 껐지만” “몸이
다 불균형인 상태고 마음이 우울한 상태”였다.
병원을 다녀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건강한 양
육자의 몸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니었고 혼
자 이 짐을 짊어졌다는 사실과 그런 기운을 느끼는 자녀들 때문에도 힘들었다.
김서연은 엄마란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이라, 특히 아이들에게 “아픈 거를 숨
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아이들 기억에 “엄마는 아팠던 사람”
으로 기억되기 싫지만, 만성통증은 몸져누워 있는 “반복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첫째 때 보내지 않은 유아 기관에 둘째를 보낸 것도, 7살이 아닌 5살이란 “이른”
나이에 보낸 것도 다 “엄마로서 애들한테 아픈 모습 좀 덜 보여”주기 위해서였
다. “충분히 몸 돌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엄마로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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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홉수... 방법을 찾는 마지노선 같았어”
서른여덟이 되자 통증은 더 심해졌다. “동네 언니”들은 “마흔 되면 아픈 데가
다 나온다”며 이제 건강을 관리할 나이라 이야기했다. “아홉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십이 딱 됐을 때 아픈 거 다 드러난다”, “갱년기 말고 딱 그때 아프다”는 언니
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지금도 아픈데 더 아프면 어쩌지? 김서연
은 두려웠다. 평균 수명이 80인데 앞으로 남은 40년을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더
아프기 싫다는 마음은 통증치료를 우선과제로 만들었다. 어떤 날에는 잠도 못
잘 정도였지만, 이런 통증들은 “자잘한” 아픔들이라 명명한다. 네 발로 걷기를
두 차례 겪으며 “몸이 바닥을” 쳤다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주저앉아도 보고 온갖 통증에 시달려 보고 통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걸 처음 느껴본
거지. 그냥 왜 어렸을 땐 난 늘 잠 못 잤으니까 아프고 아프고 잠 못 자는 건 아는데
그렇게 잠 못 자는 거 말고 여기 어디 한 부분이 아파서 못 자는 게 아니고 다 아파서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이런 게 지속되다가. 그 때가 서른여덟인가였는데, 사람들이 마
흔 되면 아픈 데가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근데 아이씨 나는 지금 마흔 전인데 이러면 마
흔 되서 그게 더 드러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무서운 거야. 지금도 충분히 일상이 개운
하지 가뿐함이 없는데 이거보다 더 심해야 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랬는데 서른아홉
되기 전에 방법을 찾는 게 마지노선 같았어. 아 지금 데드라인이구나 내가.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산만큼 더 살아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수명을 보면. 더 이
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마흔이 되면 더 아프다”는 동네 언니들의 경험담은 나이 들어 더 아파질 몸
에 대한 걱정을 낳았고 “서른아홉이 되기 전 방법을 찾는 게 마지노선”이라 생
각이 들었다. 통증을,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할 수 있
는 것은 병원 치료와 운동 밖에 없었다. 당시 동네 헬스장에 가 봐도 “재활 운
동”은 없었다. “애들을 기관에 맡기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 다녔다. 일대일
헬스나 일대일 운동치료는 “돈이 들어가고 너무 나한테 부담이”었다. 여동생이
당시 몸살림운동을 하는데, “척추를 바로 세우는 운동”이라 하였다. 가까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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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에 “몸살림운동보다 약간 낮은 운동인 맵씨운동”을 하는 택견장을 발견해 거
기서 운동하였다.
맵씨운동을 한 지 6-7개월쯤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병원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수술 단계도” 아니라 “딱히 해주는 말”도 없었다. 그렇게 2년을 “몸
에 집중하며” 살며 운동에 전념하였다. 맵씨운동을 열심히 배워 수료증도 받자,
친구가 근력 운동을 권했다. “뼈를 펴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다. “나는 뼈가 잘 못 되고 뭔가 뼈가 약하면 주변 근육이라
도 발달시켜서 그거를 살려야 겠다” 생각이 들어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였다. 근력운동을 하니 점차 “통증이 조금씩 주니 너무 기뻤다.” “잠잘 때도
관절 하나하나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깨고 그랬던” 때라 “왜 아픈지 모르니까
맨날 의심만 하던 때라”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이 “구원”이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애들이 학교 가고 유치원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내가 어디가 아팠고 이게 왜 아팠고”를 헤아리게 되며, “어떻게 하면 덜 아픈
지” 스스로 알게 됐다. 하지만 “사람 몸이 똑같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계속 관
찰하며” 근력운동, 자가근막이완술, 맵씨운동 등 운동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며
그렇게 몸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혼자 알아보고 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돈을 내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돈 주고 운동을 배우고 한 건 “평생 처음”이었
다. 그렇게 운동을 접하며 “아, 이거는 돈 들여야 되는구나(웃음)”는 걸 알았다.
그러다 변화가 왔다. 맵씨운동 선생님은 남성인데 “사십대 중반이 되니 그렇
게 운동을 해도 몸이 아파”져 가르치는 일을 그만 두었다. 김서연은 함께 운동
하는 사람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계속 운동하였다.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기에” 전업주부인 자신의 몸이 “우선순위가 아니”
었다고 말한다. 자신을 “하찮게 여긴”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더 급하니까” 그
럴 뿐이라 설명한다. 자신처럼 돈이 없어도 운동하고자 하는 전업주부와 중년
여성들이 점차 모였다.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 대한 이해
와 각자 몸의 다름에 대한 존중”으로 운동하니 더 즐거워졌다. 인터뷰 당시 4년
째 운동을 하니 “너무 피곤해서 몸 아픈 거 말고 늘 느꼈던 일상의 통증”이 없

- 128 -

3장 인정의 서사와 방어하는 자아

다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이야기 나오게 되고 여성의 몸에 대해 나오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더라구. 물론 깊게 갈 수는 힘들겠지. 왜냐면 엄청 친밀한 사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공유가 되는 거야. 70대 어르신들도 “그땐 그랬어
맞어.” 미투운동도 막 얘기했어. “우리 때는 왜 당연한 걸로 지나간 건지 몰라, 쌍놈의
새끼들.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요즘 애들 똑똑한 게 너무 잘됐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물론 속 터지는 이야기도 많이 해. “어우,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웃
음) 어. 하여튼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
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그 몸을 움직일 때 뇌가 활성화가 되잖아.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지.

아픈 여성들과 이야기하며 임신 출산이 아니더라도 “여자가 돌봄을 더 많이
하기에 아픈 부위가 통증 부위가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작업용 수험생용
의자는 있지만 여성을 위한 가구는 “기껏해야 수유용 의자”뿐이다. “출산 후 바
뀐 여자들의 몸에 대한 연구가 있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이라서 아픈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여성들과 몸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며 알게 되었다.

7. “류마티스 확인받을까 무서워서 병원을 미루게 돼”
김서연은 30대 이후 통증을 “육아통”이라 명명한다. 통증의 부위와 강도는 매
일 매순간 달라진다. 손목, 팔, 어깨, 허리, 다리뿐 아니라 손가락까지 온 몸의
“관절 하나 하나가 너무 아파 울면서 깨던” 그 시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
했다. “왜 아픈지 모르니” 김서연은 “많이 들었던 단어만 생각”이 나서 인터넷
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찾아보곤 했다.

막 심각한 사진만 올라오잖아. 사실 심각하지. 근데 극강의 극적인 사진만 올려주고,
아토피도 극적인 사진만 올라오니까 너무 무섭게 막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확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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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무서워서 ‘내가 혹시 저거면 어떻게 해’ 무서워서 병원을 미루게 되는. 그러다가 아
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다가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원인
이 나는 찬물이 안 맞았던 거였잖아. 많이 쓰는데 “집안일하지 마라.” “집안일 안 하는
데요.”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의사가 물어보는데 “여기
가 아프니 여기가 아프니” 물어보는데 다 아픈 (면접자: 첫 번째 여기랑) “첫 번째 마디
냐, 맨 마지막 손톱 근처 가까운 마디가 아프냐” 물어보는 거야. 다 아픈 거 같아 모르
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가 아프면 류마티스고 여기가 아프면 많이 쓸 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염두해
가지고 보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 거지. 의사가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핑
계에 아무 것도 안 할 수 없잖아. 근데 일을 정말 확 줄였어. 걸레질도 워낙 안 하는데
그래도 더 안 하는 (웃음) 막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집은 더러워져도 어쨌든 몸이 살기
위해서.

김서연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자신의 증상과 맞는지 알아보러 인터넷에
검색하자, “극강의” 증상 사진들만 보여 오히려 “무서워졌다”. 자신의 병이 류마
티스 관절염이라 진단을 받을까 병원 가길 미루다 손가락 통증이 가시지 않아
병원에 갔다. 의사가 가사노동을 줄일 것을 권해, “핑계 김에” 집안일을 줄였다.
김서연은 자신의 몸이 엄마로서 전업주부로서 “아무 것도 안 할” 수 있었던 것
은 “아이들이 커서”라 이야기한다.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그냥 회복이 되는”,
“재생 능력이 아직은 있는” 몸임을 알게 되었다. 피검사에서 류마티스가 아니라
하였지만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본 류마티스 환우들의 글 때문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검사를 받아도 “찾을 수 있는” 의사만 잘 찾기에 동네 의
사를 믿을 수 없다는 글이다. 의사도 사람이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란
생각에 검사를 다시 받을까 고민했지만, 김서연이 챙겨야할 사람은 많았다. 아
이와 가족에 자신의 몸이 “뒷전으로” 밀렸지만, 인터뷰 당시 3년 전과 같은 부
위에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에 갔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가봤는데 그 때는 몰랐는데 의사가
“몇 년 전에도 딱 이 시기 때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도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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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 그래도 나는 또 모르잖아. 이삼년 사이에 또 관절이 올 수 있잖아. 또 의심하는
거야. “정말요?” 이러다가도 근데 이제 그 걸 바라는 게 아닌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거 같애.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면 아플 때 일상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험을 하니
까 그게 너무 두렵잖아. 나한테 그런 게 없어질까 봐. 이제 좀 살만해서 이제 좀 걸어
다니고 하는데 안 돼 이런 거. (웃음) 어. (작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안 되 뭐 이런 거
(얇고 높은 목소리로 신경질적으로) 안 된다고 이제 막 이러는데.

의사는 류마티스를 의심하는 김서연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였지만, 김서연은
불안하다. 이삼년 새 류마티스에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불안은 류
마티스 진단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지속될 것이다. 자신이 류마티스가 아니라면
혹시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고, 다시 류마티스라
면 새로운 질병으로 “일상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까 두려움이 들기 때문이다.

8. “아프면 다시 아픈 사람이 생각나고 기도해주고 싶지”
김서연은 유년기 화상으로 인한 몸의 고통과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였는데, 특
히 고독은 그녀 인생에 중요한 화두였다. 아프기에 느끼는 고독도 있지만, “아무
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아무리 옆에 누군
가 있어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때문이다. 그녀에게 종교는 인터뷰 사이
종종 언급되는 주제이다. 질병은 아픈 이에게 “인간으로 나눌 수 없는 감정”을
야기하며, 이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신에게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일이
다.
김서연은 천주교의 첫 영성체 교리를 받던 10살 때 꿈을 아직도 기억한다. 김
서연은 “예수님과 모세가 달동네 우리 집에 자전거를 타고 놀러온” 꿈을 꿨다.
그녀가 건낸 첫 마디는 “나 도대체 언제 나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였다. 꿈 속
의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함께 놀아주었다. 아토피를 지
닌 열한 살 둘째 아이도 같은 질문을 얼마 전 자신에게 던졌다. 건강한 몸은 아
픈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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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을 훼손시키곤 한다. “언제 나을지 모르고 평생 안 나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프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녀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팠기에 건강에 대한 강박”이 있는데, “아픈 나를 있
는 그대로” “죄책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욕구 가장 큰 욕구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어릴 때부터 인종에 대한 걸 왜 저
렇게 구분하냐. 내가 보이는 거는 비슷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몸이라는 시선을
계속 받아왔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는 게 아니고 외모가 되게
다르고 얘가 이 생식기능이 잘 되는가. 모르겠어. 남자들일 경우 남자들이 배가 다쳐
배에 화상이 있으면 그렇게 볼 거 같지 않거든. 생식기에 만일 화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생식기 근처부터 배까지 이제 이런 거 오히려 배가 더 많
은데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애. 여기가 자궁이 있는 곳이잖아.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 왔고.

화상 상처가 있는 몸을 바라보던 시선들은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여성적 역
할을 통해 여자임을 증명하라 채근했다. 김서연은 다른 몸을 향한 시선에 배어
있는 젠더화된 기대들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그런 시선들에서 자유로워지려
한다. 통증을 줄이고 건강해지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지만 건강에 대한 강박이
자아내는 불안을 면밀히 직시하여야 한다. 아픈 원인을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며, 지금 아픔과 아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픔을 미래의
불안으로 여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화상과 만성통증은 그녀에게 자신뿐
아니라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구체적 장면은 아
니지만 어릴 적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던 부모와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신심
이 깊다”를 넘어 화상을 입은 자녀를 “기도 없이 키울 수 없었겠지”라는 인간적
이해로 이어진다. 김서연은 아픈 자신을 기르며 돌봐주며 기도하였던 그들의 모
습을 “종교를 떠나”, “인간의 고통을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한다. 그렇게 아픈 이를 탓하는 말들과 “걱정하고 염려
하는 마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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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을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증이라는 불편한 감각
을 적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만성통증은 “수십 년을 살아온 세월”과 분리
하여 이야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통증을 지닌 나의 삶을 죄의식 없이 말하
는 것은 더 어렵다. 이야기하더라도 “니가 관리 잘 못 해서 그렇다, 미련해서 애
를 잘 못 키워서”라는 질책이 돌아오기에, 나의 삶을 이야기하기는 더 어려워진
다. 통증은 그녀에게 자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 젠더화된 기대와 길들여진 모성
의 부당함을 깨닫게 한 “빛”이며 동시에 신체적 고통과 인간적 고독을 가져다준
“그림자”이기도 했다.

3절

김수지: “현대 의학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김수지는 통증으로 류마티스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앓았는데,
“아팠던 기억을 지워서 제대로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며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질병 경험은 “지워버린 기억”인데, “기억이 잘 안 나
는 건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 그녀의 질병서사는 유학 그리
고 남편과의 예기치 못한 헤어짐에서 시작된다. 김수지는 20대 후반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 발진을 동반한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 한 채 홀로 “죽어가
는 꽃”으로 지냈다. 학비와 생활비 외 병원비라는 “과욋돈”을 지출할 수 없기에,
진통제만 먹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만성통증을 믿지 않았고, “죄를 많이 지어
서”, 지도교수의 “동정심을 사려” 그런다 하였다. 치료도 간병도 받지 못 한 채
지내다, 한인 교회에서 만난 언니의 돌봄은 “하느님을 만남”이라 명명된다. 통
증의 강도가 점차 가라앉자, 한국으로 돌아온다.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
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기에 남편과 결혼생활을 지속했다. 개인병원 의사의 진료
의뢰서로, 3차의료기관인 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병동에 입원하였다. 의사들은
한 달 동안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지 못 하였지만 차도가 있다며 퇴원을 권한다.
퇴원 후 일 년 동안 몸의 회복에 힘을 쏟았다. 지금은 예전만큼 아프지 않고 일
상을 영위할 수 있지만, 발진과 통증은 지속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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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의사는 김수지를 몸의 고통을 “방치”하는 환자라 여긴다. 김수지의 질병
서사는 통증으로 학업이라는 생애 계획을 수정하였지만, 자신의 신체적 고통에
붙는 심인성, 신경성이라는 딱지는 오히려 현대 의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1. “미국은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요”
김수지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미국의 한 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자,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김수지는 비자를 받기 위해 신원 보
증이 필요해 결혼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남편 “집안 통장의 돈”이 “찍힌”
사진은 사업으로 “갑자기 가난해진” 자신의 집안보다 더 효과적인 경제적 보증
이었다.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김수지는 대학원 진학을 남편은 어
학연수를 하였다. 일 년 후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왔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김수지는 F1 학생비자였고 남편은 “배우자
비자”였다. “남자가 배우자 비자로 아내를 따라가니 되게 이상하게” 여겨진 남
편은 공항 입국 심사에서 “빠꾸를 먹었”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
갔다. 남편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일년간
연락되지 않았다. 김수지는 “나는 처녀 때로 돌아간 거야, 난 결혼하지 않은 거
야”라며 좋게 생각하려 노력하였지만, “뭔가 삐끗삐끗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유학 생활이 일 년 반이 지날 때 즈음, 밤마다 온 몸의 “뼈와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다. 밤에는 팔 다리 발진에 “징그럽게 일어났다”가 낮에는 몸이 빨갛게만
되었다.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파스를 온통 온 몸에 파스를 붙이면서 정말 정말 죽
을 거 같은데 울면서 그 때 공부했었어요, 전날에. 원래 전날에 공부하는 수준으로 끝
낼 과목이 아닌데, 진짜 너무 아파서 포기하려다가. 이거 내가 너무 루저 같은 거예요.
미국에 혼자 와서 남편도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아프다는 게 너무너무 내가 루저 같애
가지고. 이거는 죽어도 끝내야 겠다 싶어서 그 때 울면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진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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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울면서, “아파 죽겠네, 씨발” 이러면서. 막 욕이 진짜 막 나오더라구요 진짜. 그
래갖고 그 때 시험을 보고.

금방 나을 줄 알았던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대학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 직
원은 친절히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좀 더 전문적인 병원 치료를 받
거나, 둘째, 병결이나 휴학이 필요하면 보건소의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셋째,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라 말하였다. 보건소 직원은 우울증 검사 후 우
울증 약을 주었다. 휴학을 위한 진단서와 우울증약이 보건소에서 받은 유일한
처방이었다. “몸이 아파서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린 건지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지금도 우울증의 원인은 모르겠다.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오랫
동안 아프니 정말 죽고 싶었다”는 것뿐이다.
“미국에선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 병원을 갈 수 없었다. 밤이면 통증이 심해
져 하루는 응급실에 갔지만, 수액 처방 외에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 했다. “뭔가
제대로 검사를 한 적도” 없는데 병원비로 이백 만 원 가량 내야했다. 김수지는
응급환자로 병원 치료를 받고 도둑을 맞아 경찰을 만난 경험을 예로 들며, 미국
사회에서 자신은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아프면 병원
에 가는 게 “합리적인” 거지만, “내가 아픈 그 증상으로 갈만한 병원”이 어딘지
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학비랑 집세로만도 빠듯한데” 병원비라는 “과욋돈이 드
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의 아픔이 어떤 질병일지 찾
아보고, 류마티스일 거라 생각이 들었다. 친구는 “차로 네 시간 가면 류마티스
쪽을 보는 곳”을 소개하였다. 치료비와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비로 “아
예 갈 생각도 하지 못 했다.”
가장 아플 때는 하루에 진통제를 두 통까지 복용했다. 그렇게 진통제로 버티
다가, 류마티스 통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효과가 좋자 류마티스라 확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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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픔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 상처예요”
아픈데 아무도 그 아픔을 믿지 않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통증은
오직 아픈 이에게만 느껴질 뿐, 측정가능하고 보이는 지표를 가지지 않는다.
친구들은 붕대를 감아도 미라 같다 놀렸다. 아프다 해도 술마시러 가자 하고,
파스를 붙여도 교수에게 열심히 공부한 척 “동정심 사려” 한다 의심하였다. 김
수지는 미국에서 만난 친한 친구들은 “끈끈한 정을 맺은” 친구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정말 죽도록 아프
다”란 글을 올렸지만, 한국 친구들은 “에고, 힘들지?”라 답했다. 순간 내가 “유치
한 짓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결국 통증이라는 아픔은 “나는 혼자 이겨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 김수지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 휴학을 하였다. 한국
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공항까지 갈 수 없었다”. 통증과 발진은 밤
이면 심해지고 해가 뜨면 점점 나아졌다. 그런 날들이 몇 달간 반복되었다.
하루 중 고통이 제일 덜한 오후 세시, “절뚝이며 스타벅스 가는 그 기쁨”이 그
시간을 버틴 힘이다. 김수지는 면접 도중 일어나 “오른쪽 상체를 옆으로 구부려
머리가 오른쪽 어깨에 닿고, 오른쪽 발은 절둑이고, 왼쪽 발은 마치 각도기처럼
바닥을 찍으며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걸었다. 김수지는 “그 시간이 다가
오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밤 여덟시 열시쯤 되면” 매일 울었다. 김수지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통증은 “너무 무서운 거, 죽고 싶은 거”며 “머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라 명명한다. 아픈 그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점차 연락도 발길도
줄어들었다. 통증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어, 초인종과 전화 소리에도 움직이지
못 했기 때문이다. 겨우 전화 받으러 가면 전화는 끊겨 있기 부지기수였다. “몇
박 몇 일을 누워만 있던” 어느 날 “배가 고파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
가 초인종을 삼십분 넘게 눌렀다. 결국 김수지는 “사다코처럼(팔꿈치를 이용해
앞으로 걸어가며)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었는데 그 언니가 있는 거야. 미역국과 오뎅 볶음을 싸들고. 그 언니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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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랑 이렇게 (양손에 무언가 든 자세로) 서있는 거야. 근데 햇살이 (웃음) 그 언니 뒤
로 오는데, 내가 하느님을 영접했구나 막 그 기분이 이 기분이구나 알겠어요. [중략] 안
그랬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웃음)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언니가 “괜찮아?
너 어떻게 할래?” 이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런 다음에. 언니가 가자마자 (허겁지
겁 숟가락질하며) 미역국을 흐읍 미친 듯이 울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빛이다
저 건 신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랬는데... 가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슬
람이어도 쫓아갔을 거 같고. (웃음) 이슬람이래도 무슬림됐을 거 같아요.

김수지는 치료도 간병도 받지 못 했던 유학 생활에서, 한인 교회에서 처음 만
난 언니의 방문을 “하느님을 영접”했다고 말한다. 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언
니’ 같진 않았다. 김수지는 한인 교회의 가족 모임에 가도 “남편이 박사고 쫓아
온 부인들이” 자신을 배제하는 게 느껴졌다. “남편이 있는 거 같은데 남편이랑
전화도 없고, 혼자 담배를 피는 아픈” 여성, “혼자 공부하러 온” 기혼 여성을
“이상한 존재”로 바라봤다. “이기적인” “마녀” 같은 여성으로 자신을 다들 바라
보는데, “그 언니”만 자신을 너무너무 잘 챙겨 주었다. 가장 아팠던 시기, 언니
는 일주일에 두 번씩 찾아와 몸을 살피고 음식을 챙겨주었다. 돌아보면 그 때가
생애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녔던 시기이고, 교회에 나간 건 다 “그 언니” 때문이
었다. 김수지는 교인 공동체에서 혼자 공부하러 온 기혼 여성이라는 존재, 남편
은 보이지도 연락도 안 하는 “이상한 존재”라 배제되는 상황에서, 편견 없이 자
신을 살피는 언니의 존재는 빛과 같았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점차 차도를 보여 “한국에 올 수 있는 만큼 건
강 상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곳에서 일상을 계속 꾸릴 수는 없었다. 통증이
점차 줄어들어 짐을 쌀 수 있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3. “시댁은 시댁이구나”
김수지는 일년간 연락되지 않던 남편에게 이메일로 입국일을 알렸다. 남편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부모에게도 연락했다.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 친정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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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편이 보였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딸을 보자 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찼다. 일
년간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란 말을 못 하였다. 아버지는 딸과 인사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일 년간 “이혼 생각을 안 한 적이 하루도 없었다.”
공항에서 만난 남편에게 연락두절된 사실을 따지려 했지만, 나를 부축해주는 손
이 순간 안락하다 느껴졌다. 아프면 누군가 “밥해주고 옆에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은 부모보다 남편이 더 적합하다 판단했다. 남편은 배우자로서
신뢰를 잃었지만 함께 살 수 있었다. 나를 돌봐줄 “사람 하나가”, “내 몸 하나
의존할” 사람이 필요했다.
김수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 이야기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여 십오년 넘게 떨어져 살기도 했지만, 부모의 딸에 대
한 기대 때문이라 이야기한다. 김수지의 생애 첫 거짓말 기억은 “반장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부모의 기대는 거짓말로라도 그 기대
에 충족해야 한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엄마에게 “엄청 혼나
고 처음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다. 부모는 김수지에게 “내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 아빠와 지낼 때는 “더 밝고 더 똑똑한 애”로
“꾸며져” 있어야 했다.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는 돌
아보니 매일의 실존 문제였다.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행
동하는 것이 “세 시간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초반에는,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자기를 무시한다고 엄마를 때리곤” 했다. 그 시기 “내가 더 잘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열심히 일한
돈은 모두 부모에게 드렸다. “아빠가 힘들다면 아빠와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엄
마가 힘들다면 엄마와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중간 역할을 했다. “최선
을 다 하며 분위기 메이커인 똘똘한 딸”로 지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함께 살
아가는 사람은 아픈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아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한국에 와서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시가였다. “목이 안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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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여지지도” 않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댕기고 너무 아팠”지만 쉴 수 없었다. 시
어머니는 아들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며느리의 몸은 반나절
이 지나야 아셨다. 김수지는 “시댁은 시댁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전주에서 “뼈, 관절 잘 보는 병원”을 소개해주셨다. 김수지는 일 년 반 만에 처
음으로 병원에 갔다. 정확한 진단은 처음이었지만, “인터넷으로 미국에서부터
수없이” 찾아본 병명을 의사가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김문환 내과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아 이 병 뭐라고 그러지? 나 이 병 아는데”하고
버벅버벅 데요. 근데 이걸 딱히 검사할 데가 없어요, 관절이랑 이거 밤에 나오는 이 발
진을 갖다가. “근데 이거를 뭐 아는데.” 그래서 내가 “어덜트 스틸스 디지즈요”이랬더니
(놀란 목소리로)“어어~ 그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면서 야후를 키는 거예
요. (웃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안 나와요. 야후 씨오 쩜 케이알로 가신 다음에 이거
타고 이렇게 가시면 제가 말하는 게 나와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둘이 같이 찾아가지
고 거기서 같이 했어요. 자기 “이 사람 처음 본다. 국내에서 두 번째라, 국내에서 누가
발표 O대에서 한 번 발표했었고, 자기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봤다”면서 되게 기
뻐해요. 너무 기뻐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어우, 잘 됐다. 자기가 소개시켜 준다”고 “OO
대 류마티스가 제일 유명한데, 내가 의사 얘기해 놓을 테니까, 내일 입원실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 가봐라”해서 간 거예요. 김문환씨가 (웃음) 내가 야후로 찾아주고. 그 때
되게 의사가 별거 없구나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 (웃음)

김수지는 “병원에 처음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김수지의 통
증을 “성인스틸스디지즈(Adult Steals Disease)”라 진단하며, 대학병원 진료의뢰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의사는 의학 교과서와 논문에서만 보던 그 병을 가진 환
자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다.” 환자에게 병을 설명하기 위해 의
학서적을 꺼내는 것도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하던 모습에, “되게 의사가 별 거
없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 139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4. “병명이 안 나와 기쁜데, 의사들은 실망한 표정이예요”
김수지는 대학병원 류마티스 병동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 의사들은 김수지의
병명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검사하였다. 의사들은 처음에 성인스틸스디지
즈를 검사했다. 김수지의 증상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성인스틸스디지즈와 일
치하였다. 그 하나는 “죽~도록 아파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국에 있을 때는
“죽도록 아팠지만”, 지금은 그 정도 통증은 아니라 여겨졌다. 의사들은 다음으
로 루프스를 검사했다. 김수지에게 루프스는 “무서운 병”이었다. 유명한 웃음치
료사의 자살 뉴스로 루프스를 접했기에, 루프스라면 “나는 평생 아프다 자살하
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김수지는 자신의 “병명을 모르더라도” “류마티스 쪽으로 아무” 병명이 안 나
온다는 사실에 기뻤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병명이라는 “문제를 맞
추는데” 몰두할 뿐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실망하
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수지와 가족들은 심각한 병명이 나오지 않은 채 통
증과 발진이 줄어들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김수지는 의료진이 병명을 찾
는 과정이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모아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에 이 증상이 이 병에 맞는지 찾아보는 환자와
“의사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여겨졌다.
“남편 집은 쓸 때 되게 좋게 써야” 한다는 소비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
는 한 달간 일인실에서 머물렀다. 남편도 아픈 아내를 미국에 홀로 둔 게 미안
한지 “병원에 있을 만큼 다 있으라”며 필요한 거를 “다 사다 주었다”. 김수지는
한 달간 숱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지 못 한 채 퇴원하던 순간을 기억한
다. 주치의가 아닌 “새끼 의사가” 당일 퇴원을 통보하였다. 김수지도 “그냥 잘
먹어선지 쉬어선지” 건강해진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친정엄마는 의료진이
처방한 독한 약을 먹지 않고 자신이 사온 건강보조제를 먹은 덕분이라며 자신
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수지는 한달간 입원 기간을 “인생의 꿀 같은 휴식”이라
의미화한다.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입원을 하자 가족 모두의 관심이 쏟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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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자로 충분한 돌봄과 치료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가족의 지원이 제공된다
는 점, 그리고 심각한 질병이라는 진단명 없이 몸이 회복된다는 점은 그녀가 입
원 기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하는 이유다. “공부를 하고 책을 보지 않는 시
간은 항상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삶이었는데 그 때는 “늦잠자고 티브이만 봐
도” “잘한다 잘한다” 격려가 쏟아졌다. 인생에 있어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
도 “잘 한다”고 칭찬받는 시기는 그 때뿐이었다. 김수지는 입원 기간 기억에 남
는 사람을 떠올렸다.

완전 휠체어를 타고 말도 잘 못하시고 40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엄마랑
그 집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딸이 40대 정도 보이고
휠체어를 타고 말도 잘 못 해요. 우리 부모님이랑 그 집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똑똑한데 미국에서 공부하다 애가 아파서” 막막 이런 이야기
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집 부모님들이 우리 딸이 교수라는 거예요. “우리 딸도 어디서
공부했고. 뭐뭐 그러면서 지금 교수가 됐는데, 애가 지금 이렇게 됐다. 니 딸도 보아하
니 아주 똑똑하고 밝고 좋아 보인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구
요.

김수지는 그녀와 만남이 강렬한 기억이 남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분을 보
며 “나도 공부하려다 저렇게 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입원
병동에는 환자와 의료진만 머무르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는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의 몸을 관찰하고 희망의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화는 의료진의
말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류마티스 병동은 남녀로 나누지 않았지
만 “여자만 엄청 많았다”.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죽어가는 꽃”이
었던 유학 생활과 입원 생활은 달랐다. 병동의 다른 환자들을 보니 “내가 아픈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었고, 아픈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일 년만 쉬며 몸의 회복에 전념하려 했지만,
그 기간은 점점 길어졌다. “가족의 품을 알고 병원을” 다니며 회복하니, 학위를
마치려 미국에 “못 나가겠다” 생각이 들었다. 도둑 맞은 기억, 아팠을 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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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억 등 “미국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았”기에 돌아가지 않을 이유는 너
무 많았다. 그렇게 학위과정을 마치러 미국에 다시 “혼자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졌다”

5. “빌어먹고 살아도 이혼은 할 수 있겠다”
김수지는 아픈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했다. 한국 사회에서 아픈 이를 돌
보는 역할은 가족에게 주어진다. 원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는 “너가 생각하는 걸 열심히
해”라 말하기보다 “빨리 빨리 해서 출세해야지”라 항상 강조했다. 죽을 만큼 아
파도 부모에게 “실망을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 말 못하고 계속 계
속 미국에서 있었다”. 만성통증은 아픔을 감추며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똘똘한 딸” 노릇을 그만 둬야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는 부모에게 “솔직한 감
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꼬라지를 부리기도” 한다.
김수지는 남편과 함께 살지만 미움이 가시지는 않았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큰 상태”지만 그 마음을 말하는 순간 이혼할 거 같았다. 가장 아팠던
동안 남편이 자신 곁에 없었고 연락두절된 사실은 부부에게 금기어였다. 김수지
는 친정 엄마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 엄마는 “여자는 남자가 자존심
상해할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다. 김수지는 이 일은 남편의 “남자
의 자존심”을 건드릴 거라 생각했다. “남성 보호자로 자기 책임을 못 진다”는 자
괴감으로 남편 역시 괴로워했을 거라 그의 심성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남편의 무책임함은 “내가 다 해줄게, 너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키운 시어머니
의 잘못된 양육 결과라 생각됐다. 김수지가 가장 아팠던 시기 일 년 넘게 연락
도 하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진짜 이혼하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말해서는 안
되는 주제였다.
남편과 고양이 두 마리와 한 집에 살았다. 남편이 부축해주고 밥해주긴 해도
사이는 “점점점점 냉랭해졌다.” 남편은 “능력이나 책임감은 없는 사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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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건 잘 했다. 살다보니 “책임감 없는 남편”과 헤어지는 것보다 “내가 독립
적이면 되는구나” 생각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굳이 이혼할 필
요가 있을까” 라며 이혼 결심은 누그러졌지만, 남편의 “섹슈얼한 손짓”이 “너무
싫어졌다”.

작년인가 그때 술을 먹고 내가 그 때도 항상 이혼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같애. ‘얘는 나를 버릴 애니까 나는 내가 잘 살라면, 근데 지금 얘는 내가 필요하니
까’ 막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같애. 그러다가 한 번 싸우는 싸웠는, 내가 이 이야
기를 못 하면. 니가 나를 버렸던 얘기를 계속 못 하니까 계속 쌓였던 상황에서 술을 한
번 먹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주제가 튀어나왔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이며, 화
내며) “너는 너는 나를 버릴 거잖아. 너는 나 버렸잖아” 제가 그러면서 싸대기를 (오른
손으로 두 번 내리치며)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을 때린 거예요.

김수지는 “가정폭력은 아주 나쁜 거”지만 자신이 남편의 뺨을 때린 이 부부싸
움을 “역사적 사건”이라 명명한다. 남편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는 것은 “정상적
인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은 그 일이 너무 어려웠다. 어릴 때부터
상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웠기에, “화도” 안 냈고 “나쁜 감정 표출을 잘 못”
했다. 그녀는 마음 속에 있던 “너[남편]라는 인간에 대한 진짜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남편과 싸움이 “너무 시원하다” 느껴졌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고시원에서 이혼과 고양이 “양육권 싸움”을 생각하며 지냈다. 일주일 후 “고
양이가 보고 싶어 해”라는 남편의 문자에 짜증이 났지만 집으로 돌아갔다. 김수
지는 오히려 그 날의 일로 이제는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
다고 이야기한다.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는 점은 그녀에게 중요한 변화
이다.
김수지의 질병 서사는 남편과 갈등뿐 아니라 원가족, 시가족 등 가족 구성원
들과의 관계가 주요한 갈등으로 이야기된다. 한국에서 질병과 돌봄의 책임은 개
인화되기에, 누가 돌보며 어떻게 그 비용(치료비, 생활비)을 해결하는가는 가족
의 문제가 된다. 이혼을 원하더라도 건강한 몸이 되어야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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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우자로서의 “신뢰”와 책임감은 느껴지지는 않지만 “돌봄” 기능이 있는
남편과 결혼을 지속했다.

6. “현대 의학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몸은 점점 나아져, 지금은 예전만큼 아프지도 않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가
장 아플 때 그때 “그 발진이” 빨간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너무 무섭다.” 통증은
줄었지만, 발진과 진물은 “피부로 표현”되며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 퇴원 후
진료 경험을 묻자, 의사가 “너무 돌팔이” 같아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답이 돌
아왔다.

의사는 어... 뭘 권하지 않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뻐지기 위한 거. 의사가 아니라 무
슨 미용사들 같은 그런 사람 피부과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지 않은 건 너무 좋았는데.
그냥 가자마자 간호사도 그렇고 돈 되는 환자가 아니란 게 바로 보였나 봐요. (웃음)
얼굴 시뻘건 애가 오니까. 얼굴 이미 뭐 정말 아픈 애가 오니까 얼굴 보자마자. 간호사
도 너무 귀찮아하고. 의사도 들어갔더니 되게 귀찮아하면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따가우세요?” “예, 따가워요.” 이랬더니 “이거 처방해 줄 거고 뭐 우리가 약국에서 주
는 약은 정말 힘들 때만 바르고 너무 아플 때만 바르고, 우리가 주는 거에다가 뭘 섞어
서 약국에 받는 거 중에 뭐 섞어서 바르는데. 얼굴에 요렇게 요렇게 탁탁탁 쳐주면서
로션처럼 자주 바르세요”하는데 내가 무슨 상태인지 무슨 건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
예요. “이거는 알러지인가요?” 이랬더니 “네 지금으로 봤을 때 알러지랑 되게 비슷하네
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없고 이렇게 된 건 처음인데,
무슨 알러지인지 검사해야 되나요?”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무성의한 목소
리로)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할까요?”했더니 “예, 이거
발라보고 안 나으면 그 때 와서 하세요”해서 믿음이 가기도 하고 너무 나를 귀찮아, 그
니까 이 사람이 뭔가 팔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니란 거에 되게 기뻤는데 어 뭔가
알려주는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왔죠.

김수지를 진료한 피부과 의사는 미용사 같았다. 의사도 간호사도 진료실에 들

- 144 -

3장 인정의 서사와 방어하는 자아

어온 “얼굴이 시뻘건” 진짜 환자를 반기지 않았다. 환자의 피부를 세밀히 살피
지도 않고, 피부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도 대충 얼버무렸다. 다른 의사들과 달
리 비싼 검사와 치료를 “팔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치료법도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들은 “의사를
잘 안 믿는 거”라는 근거가 되었다.
“너무 방치하시네요”라는 의사의 말은 아픈 몸의 관리와 방치 사이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다. 분명 만성성이라는 경험은 자신의 증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를 주었다. “급하지 않을” 뿐이지 방치한 것은 아니다. 더 이상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능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만 두지 않았다. 습진, 진물 등 증상과 비슷한 질환을 인터넷 검색을
하며 찾아보기 시작했다. 틀린 지식도 많지만, “네이버 지식인이 되게 도움이”
되었다. 입원 “이후로 약간 바뀐” 점은 병원을 안 간다는 점이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의사 너도 (웃음) 몰라”라는 경험적 결론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팠을 때 아무 것도 몰랐던” 의료진의 행동은 “결국 지금 현재 있는
병명으로” 자신의 몸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병 때문에 (잠시 침묵) 현대 의학을 믿지 않게 됐고.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경성이다 뭐 심인성이다 뭐뭐 이런 것들 하나도 밝히지 못 하고 그러고 이 제 제 병
도 (잠시 침묵) 어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인체는 복잡한 거일 텐데. 그래서 뭔
가 균형이 깨지면 아픈 게 드러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병을 진단하는 과정
도 그랬고 증거를 모아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밝혀진 병 중에 들어맞는
지 아닌지를 하나씩 넣어 봤다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백지가 되는 거잖아요. 병이라는
거 자체가 정말 조화롭게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이런 게 섞여가지고 나의 약한 면이
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걸 텐데. 의사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 같더라구요. 아
“내가 술이나 커피만 먹고 못 먹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면. (단호한 목소리로) “그
거랑은 증상이 다르고요.” 바로 이랬거든요. “영양실조는 아니죠 뭐”(웃음) 이렇게 표현
하고 “영양실조는 아니고 위장병은 아니죠” 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제가 한 말은 그
게 아니었거든요. 그 것 때문에 뭔가 무너졌고 뭔가 어 그게 다른 식으로 사람마다 다
르겠지만 발현되는 뭔가 아무튼... 뭐 (웃음) 한의학적인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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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의사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통증으로 아팠던 경험은 그녀에게 현대 의학의 철학적 한계를 몸으로 배우게
하였다. 이제 더 이상 “현대 의학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의료진이 질병을 판단하
고 진단하는 근거는 “심전도 얼마 이상”, 어떤 모양의 발진, 어떤 상태의 피, 이
렇게 분절되어 있다. 환자 개인이 주목하는 몸의 관찰은 특정 질환의 증상이 아
닐 경우 무시되며,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은 “심인성”이라 딱지가 붙을
뿐이다.

7. “잘 나가는 걸 버리는 대신에 인간이 되었구나”
몸이 점차 좋아지자, “승승장구하고 자신감 있던 내 인생은 망했다. 어떻게
하지?”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차 지도교수의 소개로 한 연구소의 계약직 연
구원으로 일하였다. 몸이 아파 일하며 사이사이 휴식을 취했다. 통증의 예측불
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은 규칙적 출근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성실함을 보여줄
수 없었다. 김수지는 일터에서 생존 전략으로 결과물을 “더 잘 해줘야 한다”는
“다른 스킬이 늘게” 되었다.
자신의 만성통증은 지워야 할 이력이다. 학위 과정을 마치지 못 한 이유로
“아팠다”보다 “놀았다”고 이야기한다. “놀았다”는 것은 “건강한” 이가 젊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아팠다”는 병력은 불건강한 몸이라는 개인의 흠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 이력과 경험을 지운 채 지내고 있
다. 통증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그녀의 생애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김
수지는 아팠던 기간 동안 “미뤄둔 숙제들”을 마흔 전까지 해야 한다고 앞으로
삶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학위 과정을 마치지 못 했지만, 마흔 전에 출산이라
는 계획은 이루고 싶다 말한다. 몸이 회복되자 시어머니는 “아기 낳는 한약 두
재”를 보내셨다. 김수지가 “한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험 때문이
다. 김수지는 남편도 자신도 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 않지만, 임신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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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자로 태어나 숙제”라 표현한다. 난임부부 인공(체외)수정 지원은 3회에 끝
나기23)에, 세 번의 시도를 하였다. 산부인과에서 첫 검사 때 그녀는 “이십대 난
소”를 가졌지만, “남편 정자의 문제”가 드러났다. 남편의 정자 “99%가 기형”이
라는 결과에, 남편은 술담배를 줄였다. 다음 검사에서 남편 정자는 “칠십 몇 프
로가 기형”이었고, 다음 검사에서 “정상”이라 나왔다. “의사가 내 눈치 보고 정
상이라 해준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다. 김수지는 “내 난소는 건강한데 니
잘못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가족들에게 부부 모두 “건강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지금은 후회한다. 체외수정 비용을 시어머니가 지불하며, 며느리인 자신을 압박
하기 때문이다. 김수지는 체외수정 때 “배란을 많이 만들기 위해 배를 빵빵하
게” 했을 때 그 불편함을 잊을 수 없어, 시험관아기 시술을 미루고 있다. 그래도
“마흔 전에는 시험관을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하나를 끝내고 싶다.
김수지는 아픈 뒤 자신의 변화로 항상 웃는 얼굴에서 울상으로 인상뿐 아니
라 “전체적으로 사람이 내려앉는 거”라 말하며, 오히려 그 점이 자신에게 “다
행”이라 자평한다. 분명 “아프지 않은 게 좋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명확하
게 설명할 수 없은” 채 오랫동안 아팠던 경험은 “대단한 경험”은 아니다. 똑똑한
여자애로 자라나며 “주류로 가야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며 “주류형 인간”,
즉 주류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공부에 매진해 왔다. 아팠던 경험은 내가
배워온 학문과 가치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걸 깨우쳐 줬고, 그렇
게 비주류의 시선을 배웠다. 만성통증은 주류 사회진입하기 위한 생애 계획을
수정하게 만든 “잘 나가는 걸 버리”는 계기며 동시에 “아파서 인간이 되어간”
깨달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4절 젠더화된 건강 기대: 불신에 부딪치는 여성의 만성통증
인정의 서사에서 만성통증은 불가해한 것으로 이야기되며, 실재하는 신체적
고통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이 사회 속에서 불가해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회
23) 인터뷰 당시 2018년 여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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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통이 강조된다. 진단명도 없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는 만성 통증이지만
“사다코처럼” “네 발로 기어” 가야만 했던 상황 등이 묘사될 만큼 신체적 고통
이 절절한 실재성역시 강조한다. 이러한 인정받지 못함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
는 큰 어려움을 부과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하
는 속에서 또한 자신의 통증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실재적 고통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인정의 서사를 두드러지게 구사한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에 직
면하게 되는 경험이 두드러지게 여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명의
서사를 소개하였지만, 인정의 서사를 주로 이야기하는 남성 연구참여자는 없었
다. 반면 여성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인정의 서사가 주된 서사가 아니더라도 이
와 비슷한 경험이 그들의 서사 속에서 많이 드러난다. 본 절은 여성들의 만성통
증 불신이 어떻게 명명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낙인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꾀병”: 사소한 통증으로 은폐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자신의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고통이 쉽게 무시되었던
경험과 그 부당함이 강조된다. 김수지는 친한 친구들조차 자신의 아픔을 믿어주
지 않았던 그 경험을 생생히 이야기한다.

그때 진 진짜 냉정한 교수였는데 “너 괜찮냐”고 막 이랬고. 그때 대만 여자 친구 있
었는데 되게 질투 심하고 항상 비교하려 하고, 나랑 자기를 동양인이 딱 둘밖에 없으
니까. 그랬던 대만 친구가 “너 그 교수한테 동정심 사려고 파스 붙였지?”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게 엄청 상처죠. 아픔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친했던 미국 남
자애는 내가 아픈 게 안 보이는 건지 맨날 “술 먹자” 그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 없는 거죠.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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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는 “아픔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처”라 명명한다. 김서연의
질병서사에서 자신의 통증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준 의료진과의 만남
은 “구원”이라 이야기된다. 20여 년간 그녀가 이해한 의료적 설명은 한의학의
“어혈”과 “순환”, 생의학의 “아직 디스크는 아니지만” 뿐이었고, 그렇기에 가족
과 친구들에게서조차 “너는 왜 아프니”란 핀잔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성통증은
체온, 혈압, 설사와 같은 지표나 증상으로 파악되는 질환이 아니다. 만성통증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오로지 아픈 이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설명하여
야 자신의 아픔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러기에 질병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 징후의 부재는 여성들의 통증 과장, 거짓 조작 즉 “꾀병”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어. 어쩔 때 보면 남편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차라리
부러져서 기브스를 한다거나, 여기가 이렇게 패여서 아프면 이렇게 약이라도 바르고
하는 그 것도 아니고. 열이나? 뭘 해? 그냥 내가 아픈 거야. 내가 힘들어서 이래도 밥
차려주면서 아프면 (짜증내며) “왜 그래?” 그러면. “아아,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오
늘.”이러면 그냥 뭐 “약 먹지. 파스 붙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남자들 무심한 거 있잖
아요. 나 혼자 아파야 되잖아. 누구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허리 가지고 막 “나 아프
다”고 여기 표시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암이면 암진단이나 받고 놀래기나 하고 같이
병원이나 가주는데. 이 거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남편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
같애. 허리 아프고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하는. [임명옥]
의사를 만날 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은 게, 일단 의사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웃음) 환자가 열라 말하는데도 (잠시 침묵) 딴 소리 해. “안 아픈 거 같다”고 자
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략) (경상도 사투리로) “내가 보기에는 안 아픈 거 같은데.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 때도 내가 통증 수치화해서 갖고 갔는데...
삐졌지 뭐. (웃음) 삐졌어. 마음 상해서 그래서 맘 상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또! (의사가 무시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긴
말 안 했어. [정보람]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은 “꾀병”이라 여겨져, 자신의 몸의 아픔을 타인에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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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없는 곤경을 야기한다. 임명옥은 자신의 아픔을 매일 지켜봤던 남편조
차 자신의 만성통증을 “꾀병”으로 여긴다며, “누구한테도 보이지도 않는” 그 고
통을 이야기한다. 그녀에게 만성통증은 아픈 몸의 고통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통증을 호소
하는 이에게 “약 먹지, 파스나 붙이지”라는 “무심함”을 낳는다. 통증 증상을 아
무리 설명하여도, 의사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경험은 여성들의 서사에 자
주 보고된다. 정보람은 의료적 만남의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치료하
려 노력했다. 다른 질환과 달리 통증은 환자의 자가 보고 즉 얼마나 아픈지 호
소해야 병리적 증상,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이해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정보람은 매일 달라지는 통증을 수치화하기도, 매일 변하는 통증 부위
를 인체도에 그려 갔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로 얼마나 아픈지 “열라 말하는데
도” 의사는 “안 아픈 거 같다”고 그녀의 통증을 부정한다. 그녀의 통증 보고를
사소히 여기는 의료진의 태도에 그녀는 “아, 또”라 생각하며 의료진에 설명하기
를 중단했다.
자신의 통증을 믿지 않거나 과장되었다고 바라보는 의사의 태도는 여성들의
질병서사에 자주 이야기되며 강조되는 일화이다.24) 의료진의 여성 통증에 대한
불신은 통증의 전달성(communicability)을 훼손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질병을 타
인에게 전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고통이 증폭된다
(Honkasalo, 2001). 여성들의 질병 서사에서 의료적 만남에서 겪은 불신은 통증
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야기한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의료적 도움으로 통증이라는 자신의 몸의 고통의 원인과 치
료법을 찾길 원한다. 여성들은 의료적 만남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여도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바로 만성통증이라는 실재하는 신체적 고통
때문이다.

24) 특히 의료진의 불신은 자신이 느낀 몸의 감각과 의료진의 부적절한 설명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부당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된다. 고객인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위압적인
태도, 그리고 환자의 아픔을 자세히 살피려 들지 않는 태도 등이 묘사된다. 그 후 이러한
부정적 만남은 병원을 멀리하게 되는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는 원인을 이야기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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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통한 여성들의 낙인 경험은 첫째, 여성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
이 있다. “남성보다 감정적이고 신체적 불평이 많은 여성 환자라는 정형화된 상
식”은 의료진들이 “여성의 신체적 질병을 간과하고 잘못 진단하게(Anspach,
2010: 236)” 만든다. 여성들은 의료진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대하는 순
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환자로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주장한다.

늘 뚱한 얼굴인 거죠. “어때요, 좀?” “늘 똑같아요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하아... (한숨) 아하아.. 쓰읍...” 이렇게. 사실은 뭐라 그래야 해? 내가 아
프다는 걸 본인이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죠. 나를 의심하는 거죠. 되게 미묘한 거예요.
내가 환자를 의심해? 근데 환자를 의심하는 거는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가 불성실한 거죠. “음, 별로 아플 거 같지 않은데, 어? 혹시 잘 생각
해봐요. 어디 다치거나 부딪쳤거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아팠어요? 요새는
좀 어때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안 가고 싶지, 병원에. 그럴 수 있다
고. 어...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었나 봐요. [문미라]
그 의사가 나는 아직도 아픈데 어어 마치 이제 다 나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예요. 약간 아~ 역시 뭔가 나의 고통이 잡히지가 않는구나, 이들의 인식에. 이런 생각
이 든 이후부터 안 갔던 거 같아요. (웃음) 또. (중략) 그니까 뭔가 그 두 번째 병원 갔
었을 때 “이제 괜찮지 않아요?”라고 의사가 그랬거든요. 염증이 보이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상태는 아닌 거 같은데. 쓰읍. 그니까 왜 고통이 있는 건지 모르
겠네요. [이민아]

여성들은 의료진들이 통증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을 불성실한 환자라는 낙인
을 경험하며, 의료진의 부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 묘사한다. 문미라는 이러한
의료진들의 불신으로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이 낫지 않자 의료진은 진단과 치료에서 잘못을 찾기보다 자신의 처방을 성실
히 따르지 않은 “불성실한 환자”의 잘못이라 이야기한다. 이민아는 치료 종결을
선언하는 의사에게 아직도 통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염증이라는 객관적
지표도 없지만, 생의학의 시선과 “인식”에 자신의 “고통이 잡히지 않는”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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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다. 여성들은 의료진이 통증에 대한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
할 때, 이들을 설득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고
환자로 인정받기까지 이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투여하였기 때문
이다.
의료진의 부정적 태도25)는 다시 여성 환자에 대한 젠더 편견을 증폭시킨
다.26)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에 대한 의료진의 불신은 환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의사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의학사 수백 년 동안 전형적인 문제 환자는
여성이었다. 특히 환자의 자가 보고로 진단하는 경우, 여성 환자들은 실제 자신
의 아픔을 과장한다고 여겨져 왔다. 젊은 여성들의 만성통증은 이러한 불신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어... 의사...분이 말을 하시기를 “어,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가 제일. “어
젊긴 한데, 아파요”라고 말해야 되니까. “젊은 사람이 이 정도면 약간 참을 수 있지 않
아?”라고 말씀하셔서 그 때 조금 화가 났었고. 그게 처음에 갔을 때 정형외과에서 그
런 식으로 말을 했고. “니가 정 아프면 주사를 놔줄게.” 라고 말을 하셔서 좀 몇 번 다
니다가 아 안 되겠다 해서 전문 병원을 찾아서 갔어요. 그랬던 거 같아요. 기분이 처음
에 나빴는데 근데 의사분이시니까 저보다는 뭐라 그러지? 케이스를 많이 봤다라고 생
각하니 나 같은 경우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워낙 나이가 있으신 분이 저한테 그
렇게 말을 하니까 그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티를 안 내려고.“아, 네 그렇네요.” [홍혜지]

홍혜지는 29세 여성인데 자신이 손목 통증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젊은 사람
이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지 않아”라 말하였다. “니가 정 아프면 주사를 놔줄게”
라는 의사의 말은 의료진의 판단보다 환자의 주장으로 치료한다는 사실을 상기
25) 통증 민감도 이론pain sensitivity는 , ‘야만인’에 가까운 집단은 본성에 따라 통증에 반응하
다고 여기며,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등 분류된 집단에 따라 통증을 덜 느끼는 집단을 분
류하였다. 통증 민감도 이론이 의학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여전
히 대중 담론 속에 자리잡아 치료에 영향을 준다(Thernderstom, 201[2011]: 197-217).
26) 구스타프손과 동료들의 통증 재활 프로그램 참여 여성의 경험 조사에서, 여성들은 전문가
들로부터 불신에 기반한 수치심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믿을 수 없고, 존경
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통증에 대한
책임은 여성 개인을 향한다(Gustafss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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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말이다. 홍혜지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점차 자신의 아픔이 희귀
한가 생각이 들었다. 이후 “동네 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 병원”으로 옮
겼다. 의료실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환자를 “문제 환자”로 여기는 시선은
여전히 치료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홍혜지의 경험은 건강을 둘러싼 젠더 규범
과 연령 규범이 교차하며 발생한 것이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은 젊음과 통증을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여기게 만든다. 중장년기
이후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만성통증은 노화가 그 원인이라 설명되지만, 생
애 가장 활력 있을 거라 여겨지는 청년기의 아픈 몸, 특히 객관적이며 측정 가
능한 지표가 없는 아픔은 의료진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 한 것이다. 연령 규범
과 젠더 규범은 만성통증이라는 이들의 질병과 교차하며 낙인을 형성한다.
불신을 통한 여성들의 낙인 경험은 둘째 여성은 고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편
견과 연관이 있다.

그니까 “팔을 많이 써요?” 그런 하나마나한 질문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데요.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집
에서 살림하는 게 잔근육 많이 써야 되는지 관절을 써야 되는지. 근데 사고가 났어. 넘
어졌어. 외부에서 충격이 왔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원에서 심각한
원인이라 생각을 안 할 거 같은 거죠. 제가 어디 부딪쳐가지고요 제가 어디 넘어져가
지고 원인이 명확한 게 아니라 “어우 팔 많이 써요?” 이러는데. “많이 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봤자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하는 데. 그러고서는 헤매는 거죠. [문미라]
왜 모르겠어. 알면서도. 거기 남편은 안 아프냐? 아파서 부항 떠달라고. 통증이라는
건 거기서 거기지. 통증은. (임명옥: 자기는 일하고 힘들 게 일하고 이런 데 막 염증이
있고 뭐가 늘어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 아픈 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냥.) 뭘 하는 게 있어서 아프냐 그런 거지. 집에서 가만있는데 왜 아프냐. 나는 일이
나 하니까 아픈데. 이런 식이지. 집안 살림해주고 밥 차려주는 건 의례 여자들이 다 하
는 일이고, 너는 뭐 일도 안 하는데 뭐가 아프냐. 남자는 일하니까 아프지만, 뭐가 아
프냐? 이거지 인제. 그 자기도 아픈 거에 통증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무심한 거지. 한국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자기 아픈 거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프고.
상대편 아픈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지. [양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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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은 여성의 통증을 사소한 통증
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는 전업주부들의 서사에 등장한다. 문미라는 “팔을 많이
쓰냐?”는 의료진의 질문에 위축되었다. “부딪”치고 “넘어”지지 않는 한, 통증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거라 여겨지지 않는다. 오랜 친구이자 디스크 시술 동기
인 임명옥과 양효진 역시 자신의 만성통증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조차 믿지 않
는다 성토한다. 남편도 자신의 통증에는 부항을 뜨곤 한다. “자기 아픈 거”만 중
요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는 두 여성의 분노를 자아냈다. 남자는 “일하니까 아
프지만” 여자가 “뭘 하는 게 있어서 아프냐”라는 시선은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
가라는 사회적 인식의 반영이다. 가사노동뿐 아니라 여성이 하는 일은 안전하고
육체적으로 쉽다는 편견은 여성의 건강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 고된 일을 하
는 남성은 통증을 호소할 자격도 치료할 자격도 있지만, 여성들은 그러지 않다
여기는 것이다. 이는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여성 건강 문제를 어떻게 규정
하고 은폐하는가를 드러낸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여성만이 만성통증에 대
한 불신을 문제라 이야기한다. 여성의 만성통증을 향한 불신은 첫째, 여성들이
실제 아픔보다 더 과장되게 불평한다는 여성 환자에 대한 젠더화된 편견, 둘째,
여성은 고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젠더화된 건강 기대는 여성들에게 만성통증의 불신으
로 경험되며, 그 결과 여성들의 만성통증을 사소한 것 병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2. “까탈”: 신체적 문제에서 심리적 문제로
여성들은 자신의 만성통증이 “까탈”로 간주된 경험을 이야기한다. 통증이 신
체적 아픔이라기보다 심리적 문제, 즉 히스테리로 여겨진 경험 속 곤경이 강조
된다. 인정의 서사에서 김수지와 김서연은 심리적 문제로 여겨진 자신의 만성통
증에 대한 자기 분석을 제시한다. 김서연은 자신의 생애 통증에 대한 분리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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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취한다. 출산 이전 통증은 “여자다운” 몸가꾸기와 행동이라는 “시선 폭력”
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출산 이후 통증은 “독박 육아”라는 “육아와 가사의 과
노동”으로 인한 어머니 노동의 고됨으로 설명한다. 김서연의 20대 시절 통증 관
리는 여자다운 외모라는 기준을 강요하는 시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이 없는 산으로 가거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
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다.

하아(한숨). 근데 음 하여튼간 그 것도 있는 거 같애.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 한 거
같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봤잖아요? 몸이 아픈 게 나아요? 마음이 아픈 게 나아
요? 되게 우매한 질문인 건 알지만 되게 묻고 싶다. 되게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냥 우
스개소리인데도 너무 궁금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지 이런 거 때
문에,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둘다 힘들지. 너무
힘든데 다 연결되고 마음 아프면 몸 당연히 아프게 되고. 몸 아프면 당연히 마음 아프
고 이런데.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데. 굳이 정말 딱 나눌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을 딱
나눌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보면... (작은 목소리로) 근데 나도 이 말 되게 어
려워. [김서연]

김서연에게 몸의 통증과 마음의 고통은 어느 순간은 분리된 것이며 어느 순
간은 연결된 것이다. “연속적 몸의 고통”은 짜증과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며 몸과 마음이 연결된 것이다. 김서연은 자신의 만성통증을 심인성 질환
이라 해석하는 것은 몸의 고통이 마음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되기에 그 부당
함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몸과 마음이 뒤섞여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녀에게 마음과 몸의 관계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다. 김서연은 20대 자신을 향한 여자다움이라는 사회적 기
대를 통증의 원인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여자애가”라며
요구되는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문제가 지목된다. 즉 여성의 만성통증의
병인을 심인성에서 찾는 것은 여성 개인의 히스테리가 아닌 히스테리한 여성을
만드는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에 의해 우울증 검사나 치료를 권유받았던, 김수지와 임선주27)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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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원인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김수지는 원인 모
를 통증에 대한 진단을 받는 과정에 우울증 검사를 하였는데, “심인성 질환”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게 심인성인가 싶은데 심인성으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뭔가 내가 면역체계 이상이 생긴 거겠죠? 뭔가 몸과 마음이 무너졌을 때 면역체계에
내가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지금은 그렇게만 해석을 못 하겠는데. 왜냐면
아직도 관절이나 피곤하면 손 붓는 거 그리고 피부 지금도 이상하거든요. 지금 귀에서
도 진물 나고 나한테 몸에 염증이 꽤 있나보다 돌아다니는 염증이 항상 있나보다 싶긴
한데. [김수지]

김수지는 자신의 만성통증이 심인성 질환이었나 오랜 기간 질문하였다. 두 번
째 인터뷰에서 그녀는 생의학에서 심인성 질환이라 명명되는 것들은 “현대의학
의 철학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질병 진단의 근거는 “심전도 얼
마 이상”, 어떤 모양의 발진, 어떤 상태의 피,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 대학병원에
서 한 달간 병명을 찾는 과정은 진단이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모아 귀납적으
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 자신이 인터넷에 나온 진단명과 증상을 보며 “이미 밝
혀진 병 중에 들어맞는지 아닌지 하나씩 넣어”보는 것과 “의사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 “병이라는 거 자체가 조화롭게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이런
게 섞여” “나의 약한 면이 드러나는 거”라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에 환자 개인이 주목하는 몸의 이상은 특정 질환의 증상의 목록을 기준
으로 무시되기도 하며,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은 “심인성”이라 딱지가
붙을 뿐이다. 김수지는 “발진을 동반한 자신의 만성통증”의 의학적 진단명을 얻
는데 실패하였지만, 자신의 관찰로 “면역 체계가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27) 임선주의 질병서사는 5장에서 다루겠다. 그녀는 우울증과 만성통증을 분명히 분리하는데,
우울증은 안정적 생애 경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받는 문화적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신입
사원의 신체와 정신을 공격하는 직장 문화의 문제로 이야기된다. 그녀에게 만성통증은 10
대에는 취미 활동인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반복 동작의 문제로 20대에는 업무 중 일어
난 교통사고마저 치료할 수 없었던 직장 문화와 과도한 육체노동의 문제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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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없는) 병으로 설명한다. 김수지는 자신이 왜 생의학과 한의학의 치료를 하지
않는지 그 근거를 계속 이야기한다.
진단명도 없고 원인도 불분명한 만성통증은 종종 심인성 질환이라 여겨지는
데,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사회적 고통을 만들어낸다.

우리 엄마도 안 믿었다구요, 제가 아프다는 거. “어? 니가 성격이 까탈스러우니 낫
지가 않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거죠. 우리 남편도 잘 몰라요. 아프면 ‘아픈가보다’ 하는 거지, 이해를 잘 못 해요. 자기
는 종아리가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태어나서부터. 그게 근육통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안에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해를 못 하는구나.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제일 힘든 건
특히나 젊은 여자일 때는 내가 외부의 원인이 없이 나 혼자 느끼는 고통이 오래 지속
되는 경우에는 설명하고 믿어주고 하는 게 거의...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말죠 차라리.
안수기도 받고. (아픈 걸) 안 믿어준다고. [문미라]

문미라는 41세 여성인데, 청소년기부터 통증은 “까탈스러운” 성격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외부의 원인이 없이” 진단명도 없는 통증은 “교회 가서 간증”하는
것보다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다. 히스테리한 존재가 된 그녀는 안수기도라는 치
유를 권유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까탈스러운” 성격은 내부 마귀를 제거하면 나
을거라 생각했다. 문미라의 통증은 10대에는 성장통으로, 30대 이후는 육아라는
과노동의 결과로 이해되지만, 20대 통증은 “까탈스러운 성격” 즉 여성 개인의
기질병으로 여겨졌다.
여성과 히스테리아의 오래된 유산은 여성들의 만성통증 이해에 스며들었다.
히스테리는 19세기 “치료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감옥에 가두는 편리한 진단 박
스(Katz et als, 2008: 151)”로 사용되었다. “프로이드 시대의 히스테리는 자궁 중
심 설명(uterocentric explanation)이었지만, 지금은 소마토포름(somatoform)28)”과
같은 비젠더화된 용어로 대체되어 왔다(Mai, 1995). 카츠는 비젠더화된 용어법
28) 육체적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정신성 증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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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학에 스며든 젠더 편견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러한 진단이 여
성들에게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진단의 젠더 편견은 여전히 지속됨을29)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Katz et als, 2008).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통증에 붙은 히스테리라는 딱지에 저항하며 자신의 아
픔이 상상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실존하는 아픔임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
움을 이야기한다. 문미라의 질병서사는 “까탈”이라는 해석과 편견이 단순히 신
체적 아픔뿐 아니라 자아를 훼손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진짜 아팠었구나, 그때. 불쌍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으면 좀
나았을까? 근데 사실은 자기 통증을 설명을 못 하고 정서적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자
존감이 정말 별로 몇 푼 되지도 않는 자존감이 제로가 되는 거죠. 원래도 자존감이 없
는 사람인데, 진짜로.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
겠지만 내가 생각하건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눈치를 본다거나 의기
소침해진다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나는 어쨌든 피해의식이 큰 만큼 자존감이 떨
어질수록 더 악을 쓰는 거죠. 허세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
구한테도 늘 가시가 돋혀 있으니까. 내가 아파. 아픈데 아프다는 것도 싫고 아픈 걸 설
명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과장되게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그러니까 늘 기복이 심한 거죠. 그래서 막 어떤 날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겠다고 막 몸을 덜덜덜덜 떨고. [문미라]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타인의 통증에 대한 불신과 히스테리라는 해석의 부당
함과 그로 인한 혼란이 담겨 있다. 문미라는 20대에 자신의 통증을 “까탈스러운
성격”의 문제, 기질의 문제로 여겼던 시선들과 그로 인한 경험을 해석하기 어려
워한다. 자신의 아픔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채 아픈 몸으로 살아
갔던 나날이 이어지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눈치를 보고 의
29) 통증 치료는 성별, 인종, 계층이라는 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영향을 받는다. “남성이 통증
을 호소하면 마약성 진통제, 수술, 완벽한 검사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이 통
증을 호소하면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을 받는다(Thernstrom,
2010[201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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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침해질 수” 밖에 없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통증이 사라질거라 여
기는 사람들 속에서 “가시가 돋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젊은 여성의 만성
통증에 대한 “까탈”이라는 해석은 진단과 치료의 불확실성을 여성의 성정 문제
로 지목한다. “까탈”이라는 명명은 치료하지 못 하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치
료되지 못 하는 여성 환자의 잘못으로 여기게 만든다.
여성들은 만성통증에 대한 까탈이라는 해석, 젠더 규범과 연령 규범이 교차하
는 건강을 둘러싼 정상성을 포착하는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우리 동네는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정말 많이 살아요. 내과에 아침에 가면 노인들
이 열 명 씩 앉아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내가 어디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얼굴들로 와서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배가 아파요” 하면 의사가 설명하면 “아우 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근데 그게 왜 꼴 뵈기 싫을까요? 우리 동네는 노인이 많
아서, 내가 발도 너무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하니까... 병원 가면 되게 승질 나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아픈 거 같은데, 왜 나는 말을 못 하고. 노인들은 당장 뭐 어
떻게 될 거처럼 의사가 귀를 기울여주고. 나는 되게 어정쩡한 나이라 생각할 때도 있
어요. 별로 아플 거 같은 나이가 아닌데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푹 쉬고
좀만 조절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노화가 나서 몸
이 고장난 게 아니잖아라고. [문미라]
나 아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김난도 교수를
약간 혐오해요. 아프면 환자지 씨 이런 주의여서 그 사람 책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지. 지는 어디서 태어나서부터 금수저가 별로 힘들어
본 적도 없는게 어디다 데고? 이런 느낌. 젊은 애들이 아프고 힘든 거를 어른들은 이
해를 못 해요. “내가 젊을 때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장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에 힘들었고 그 시기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아는데. 이겨내야지 이런 거
있죠. [임선주]

문미라는 자신의 통증을 경미한 것으로 바라보는 의료진의 반복된 태도에, 그
녀의 분노는 노인을 향한다. 경미한 증상에도 암의 징후가 아닐까 의사에게 말
하고 공감받는 노인과 달리, 자신은 노인들보다 “훨씬 더 아픈 거 같은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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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는” 현실이 대조되어 이야기된다. 임선주는 청년세대의 고통에 “내가 젊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훈계하는 어른들을 문제라 지목한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아플 수 있지만, 젊은이들의 아픔은 나약함이라는 심리적 문제
혹은 성장통으로 사회적으로 이해되곤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이들의 신체적 고통
을 부정하고 그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만성통증은 그 고통이 비가시적이고, 연령규범과 젠더 규범에 의해 허가되지
않기에 젊은 여성들의 만성통증은 히스테리로 여겨진다. 1970년대 출생한 여성
들은 20대 때 통증을 치료하려 정형외과에 가면 “환영받지 못 한” 경험을 이야
기한다. 젊은 여성이 “사고가 난 거도 아니고 부딪쳐 다친 게” 아닐 때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문제라 여겨졌다. 30-40대 여성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통증
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로 여겨진 경험은 이들이 왜 통증이 심해져야 의료적 도
움을 구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덧붙여진다. 젊은 여성의 통증을 믿지 않는 의료진
의 태도,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는” 상황은 통증 병원을 기피하는 합리적 이
유로 이야기된다. 50대 이상 여성들은 자신의 통증을 노화로 설명하지만, 20-30
대 여성들은 자신의 통증을 설명할 의료적 자원이 부족하다. 통증을 하나의 질
병으로 보는 의학적 변화, 통증 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는 20대 여성들이
자신의 통증을 ‘병’으로 인식하게 한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통증에 대한 심리적
해석은 여전히 진료실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들이 자신의 만성통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가부장제 문화 안에서 여
성성이 약함, 아픔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만성통증을 말할 수 있는 위
치가 확보되어도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이 자신
의 신체적 고통인 통증을 호소하여도, 이들의 신체적 고통은 “꾀병”과 “까탈”이
라는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무효화하는 것
이다.
인정의 서사는 여성들의 만성통증에 대한 불신과 히스테리라는 젠더화된 건
강기대에 대한 저항이다. 이들의 질병서사는 상상의 질병이라는 편견에 맞서며,
만성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그려낸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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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만성통증 “환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인정”이 그들의 서사의 중
심에 놓이게 된다. 여성의 만성통증에 부착된 불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만성
통증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이유를 여성 개인에게 찾는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
는가가 서사의 플롯이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여성 환자에 대한 불신으로 통증
증상을 과장하거나 의료진에게 설명하기를 중단하는 개인적 대응법을 개발한
다. 여성 환자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한 여성환자들의 개별화된 대응전략이라는
순환 구조는 여성들이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기보다 적절한 환자로 자신을 끊임
없이 검열하게 만들며, 그 결과 의료적 만남에서 의심, 짜증, 낙담이라는 사회적
고통으로 치유 실천을 방해하는 것이다.

5절

가족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인정의 서사에서 통증의 비가시성과 만성성은 이들이 아픈 존재로 가족 내
인정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고통을 만든다.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 한 채 홀로
감당하며 자신의 통증을 치유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질병서사에서 돌봄과 가족관계 문제30)는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감정적 표
현과 극적 묘사가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다. 가족은 사랑과 지원의 공동체라는
이상화된 기대와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개인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질병으로 겪는 문제들을 극화시킨다. 그렇기에 질병은 “결국
가족의 드라마(백영경, 2017: 205)”가 되는데, 특히 만성통증은 그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을 수 없기에 개인과 가족이 해결할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은 만성

30) 돌봄과 가족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화자의 성별은 주로 여성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거
주하는 2-30대 비혼 남녀이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비가시성과 치료를 해도 여전히 아
프다는 통증의 만성성으로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 한 채 돌봄과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경험이 두드러지게 여성들과 2-30대 비혼 남녀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경우, 인정의 서사가 주된 서사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
슷한 경험 혹은 다양한 가족 갈등 경험이 그들의 서사에 많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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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질병서사에서 가족과 돌봄을 말할 때 고마움, 미안함, 원망, 분노라는 감정
이 함께 표출되지만,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이 서사는 굴절되곤 한다. 개인에 기
반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유일하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은폐된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김수지의 서사에서 드러난 아픈 이들의 가족 내 취약성과 김서연의 서사에서
드러난 아픈 엄마라는 자책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미묘하게” 말하기 어려운 가족 갈등
질병서사에서 가족 관계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에 대한 인정은 중요한 문
제이지만, 가족 내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이야기되곤 한다.
질병서사에서 가족 관계와 돌봄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된다. 아프면
치료와 치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몸의 치유와 재충전을 위해 집에 머무는 시
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수지의 질병서사는 가족 갈등이 플롯에서 중요한 부
분으로 등장하지만, 아픈 이의 가족 내 취약성은 이러한 갈등을 문제로 말하지
못 하게 만든다. 남편과의 부부싸움, “빌어먹고 살아도 이혼할 수 있겠다”고 마
음먹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근데 옆에서 그 보호자 역할을 너무 충실히 했어요. 그 것 때문에 아마 이거 용서가
슬슬슬슬 됐겠지만 저도 참 문제가 있는 인간이죠. 이혼했어어야 했는데. 제대로 됐다
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의존적이게도 내 몸 하나 의존,
그 때는 너무 내 몸 하나 의존할 곳이 더 필요했던 거 같아요. 제 자존심이고 뭐고 합
리적인 선택이건 뭐건 어어. [김수지]

김수지의 질병서사는 남편과 시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
의 처지와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했던 자신에 대한 책망이 곳곳
에 등장한다. 미국에서 남편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팠던 기간 동안 “내 몸 하
나 의존할 곳”이라는 돌봄의 필요를 몸으로 배웠다. 이혼해야 하는 남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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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고 잘 나가는 딸”이라는 기대를 지닌 부모보다 편하기에 결혼을 지속했
다. 김수지의 질병서사에서 “너는 나를 버렸잖아”라며 남편의 뺨을 때린 “역사
적 사건”은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녀는 남편의 집을 나와 일주일간 고시원에서
지낸 그 기간을 “빌어먹고 살아도 이혼할 수 있겠다”며 당시 마음을 표현한다.
김수지의 서사는 개인에 기초한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픈 이들
이 가까운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한 취약성을 드러낸다.
질병서사에서 가족 내 곤경은 통증의 비가시성과 만성성으로 아픈 존재라기
보다 ‘아프다 말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냥 쟤는 아픈 애지 뭐. 그니까 그게 가장 단적인 예가 남편이 나를 봤을 때 쟤는
항상 아픈 애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어느 순간 허리가 잠깐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아프다는 거죠. 평상시 제가 아팠을 때 공감이 전혀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나도 공감
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 단 한 번도 너가 나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주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
하는 남편조차 그게 안 되는 거죠. “아프다. 아프다.” 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
스일 수도 있죠. 옆에 사람이 아픈 거 자체가. 공유가 잘 안 돼요. 할 수가 할 수가 없
어요. [박은진]

박은진은 만성통증의 공유불가능성을 설명하며, 자신을 “항상 아픈 애”라 바
라보는 남편의 시선을 경험을 말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만성성이라는 특
징은 가족 구성원의 공감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환자라는 인
정은 가족의 돌봄과 지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다. 비가시적 통증은 그 아픔을 환
자 자신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그렇기에 이들은 끊임없이 가족구성원들에
게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아픈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말해야 한다.
그렇기에 계속 아픈 또는 다시 아픈 문제는 가족 내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증의 만성성이라는 특징은 치료를 받아도 다시 아플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마치 아픈 이가 치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 하거나 의료
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 여겨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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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도 그러시니까 처음 갔던 정형외과를 다시 가 본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데리
고 간 거지. 실태를 보라, 그 의사가 별로거든. 이 의사가 얼만 별론지 뭐라고 환자한
테 말하는지 아빠 같이 봐야 한다 생각해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아빠도 같이 보고
들은 거야, 그 의사 하는 짓을. 그 다음부터 가라는 이야기하는지 못 하죠. [정보람]
심지어 저는 집에서도 그러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
떻게 보면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 해도 병원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
에 일을 해서 모아놨던 돈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다보니 집에서 손을 벌려서 용돈
이 됐든 병원비가 됐든 어찌됐든 지금 가져다 쓰는 건데. 칠 팔 천 원 수준이 멀티플이
되면 그 걸로도 슬슬 눈치가 보이는데. 근데 OOOO병원이라던가 제가 처음 입원한
OO병원 같은데 가면 비급여 치료 받으면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 나오니까. (소리 지
르며) “너는” 소리가 나오죠. “니가 관리를 잘 하지” 근데 저는 세분화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거에 대해 공감을 못 해요. [정태욱]

질병서사에서 치료비를 둘러싼 갈등은 비가시적 만성통증으로 이들의 치료기
간이 길어지며 가족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과 함께 이야기된다. 이런
갈등은 병을 열심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은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
상 때문이다. 정보람은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아 병이 낫지 않는다는 아버
지의 꾸지람에, 아버지와 병원에 갔다. 정보람은 원인 모를 통증에 대한 의사의
처치가 어떠한지, “의사가 얼마나 별론지” 직접 보여주자 더 이상 “병원에 가
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 정태욱은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입원하자 아버지
는 “관리를 잘 하지”라며 그를 탓했다.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노력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인정의 서사에서 여성들이 자신이 환
자로 인정받는 문제와 달리, 여기서는 환자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도 자
신의 환자 노릇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만성통증이라 하더라도 노력하면 나을
것이라 기대하기에, 이들은 가족에게 치료 방식 선택과 환자로서 태도를 근거로
게으른 환자,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은 환자라는 오명을 경험한다. 치료비를 둘
러싼 갈등은 부모와 거주하는 비혼 남녀 서사에 주로 등장한다. 이러한 낙인은
가족 내 경제적 의존과 결합되어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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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의 진단과 치료는 다른 중증 질환과 난치성 질환과 달리 개인의 몫
이다. 한국의 의료비 지원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중증 질환을 중
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만성통증 치료와 관리의 경제적 부담은 개인의 몫이기
에, 치료비와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둘러싼 가족의 분투는 이들의 질병
서사에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나 친지들이 아프기 전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치료
할 수 있다는 서사는 질병이 야기하는 금전적 어려움을 개인이 대처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치료비라는 경제적 지원과 돌봄을 둘러싼 갈등은 이
들의 질병서사에서 “미묘하게 말하기 힘든” 문제이다.

남편한테 “내가 아픈데, 니가 그러면 돼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렇
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에서 그 정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냥 이제 병으로만 생각을 했
던 거보다... 그렇게 관계를 관계의 측면에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을 하고 싶지는 않았
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가 뭐랄까? 좀 남편한테 좀 기생해서 산다는 뭐 이런 생
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고,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회복을 하고 내 몸이 허락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내가 내 삶을 내가 챙
겨서 하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더 조금 그 때 건강
해져야 된다라는 게 되게 좀 강했다고 해야 하나? 그 일 년을 그래서 되게 강하게 생
각하며 보냈던 거 같아요. 사람이 되게 되게 내가 독립적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
프면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려면
아프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거 같거든요. [손화연]

아픈 몸은 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지원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질병이 만성화
되어 그 시간이 늘어나면 점점 가족의 부담으로 여겨진다. 손화연은 아파도 가
족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로 만성통증이 악화되었다 이야기하지만, “아프면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수용하게 되었다. 아픈 아내를 대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배신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역설적으로 강한 투병 의지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남편에게 기생하지 말자”라는 손화연의 생각에서 알 수 있듯
이, 가족 내 환자를 둘러싼 갈등은 가족관계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가족이 질병
치유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군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픈 자신을 짐처럼 여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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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프기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은 점
점 더 “내가 독립적이어야 되는구나”를 인식하게 만든다.
가족과 돌봄의 문제는 가장 격정적으로 이야기되며 다양한 감정이 표출된다.
통증을 지닌 이들의 가족 형태와 생애 주기와 젠더 위치는 다양하며, 통증으로
인해 겪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모습 역시 다양하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참여자들
은 가족과 돌봄을 둘러싼 경험을 말할 때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야기는 굴
절된채 마무리된다. 가족과 돌봄에 관한 서사들은 김서연의 생애사에서 보듯 가
족에 대한 원망보다 질병이란 “아무리 옆에 누군가 있어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라 해석되곤 한다. 이는 아픈 이들의 가족 내 취약성 때문이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은 가족구성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된 채 투병하기도 한다. 김수지의 생
애사에서 보듯, 통증이 중증화 만성화될 때, 이들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는 것을 깨닫기에 가족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족과의 경제적 갈등과 돌봄 갈
등을 이야기한 이들은 만성통증으로 거동조차 하지 못한 채 지냈던 이들이다.
이들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누군가는 대개 가족
이었다. 만성통증으로 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아픈 자신을 탓하는 가족의 태도가 부당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이다.31)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이 성인기 개인들에게 주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사회에서,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조건과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이들의 가족
에 대한 의존과 가족 내 취약성을 강화하게 한다.
아픈 이의 존재론적 취약성과 의존성은 이들이 가족 내 여러 갈등을 경험하
여도 이를 문제라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든다. 현실적으로 통증 투병 과정에서 위
로와 돌봄, 치료 결정, 치료비 지원 등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
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겨 왔고, 특히 중증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 돌봄은 개인의 몫이 된다. 이들의 가족에 관한 서사는 가족의 돌봄과
31) 이현정(2018)의 병원 입원실 여성노인환자들에 대한 언어사용 방식에 관한 연구는 아픈
이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반말 사용은 돌봄제공자의 권한을 위계적으로 강화하는데, 여성
노인환자들은 “본인의 의지, 입장, 욕망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반말을 수용할 수밖
에 없는 존재적인 조건 속에서 타협적이거나 수용적인 주체성을 요구받(2018: 422)”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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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원에 고마움과 동시에 경제적 의존과 돌봄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엉켜
져 있다. 가족의 이중적 성격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아무
리 누군가 옆에 있어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부당하다 말할 수
없게 만든다.

2. “아픈 엄마”라는 자책
질병서사에서 가족 내 갈등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이들은 가족의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들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은 아파도 홀로
책임져야 했던 가족 돌봄의 문제를 성토한다. 전업주부이든 워킹맘이든 여성의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자신에게만 요구되는 주양육자 역할을 부당하다
이야기한다. 김서연의 질병서사에서 아픈 엄마는 자녀에게 “트라우마”를 일으
키는 존재로 이야기된다.

애들도 아는 거야. 이제 생각나네. 우리 엄마는 허리 아픈 사람 늘 아픈 사람, 이런
이미지가 너무 싫었거든. 내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면서 딸들이 엄마 생
각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아팠던 사람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트라
우마가 있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거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남 이
야기 듣는 거 같지 않더라구. 우리 엄마가 아팠던 게 아니라 난 어릴 때부터 아팠으니
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어쨌든 엄마가 됐는데 그런 느낌은 근데 주기 싫은 거야. 그런
데 사람이 늘 안 아플 수 없지만 엄마는 아팠던 사람 내 기억에 엄마는 아팠던 사람
이게 되게 싫은 거야. 그렇게 남고 심지 않은 거야. 그게 큰 기억으로. [김서연]

여성들은 아픈 엄마라는 자책과 자녀에게 불안을 주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며 울곤 했다. 김서연은 아이들이 유년기를 회상할 때, “엄마는 아팠던 사람”
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말한다. 자녀가 자신을 어떤 엄마로 기억하는가
는 그녀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 내 돌봄 분배는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합의
되고 재편될 거라 기대되지만, 가족 내 엄마 역할을 맡은 여성은 만성통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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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주돌봄제공자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아픈 이의 가족 생애와 가족 내 젠
더 위치에 따라 환자로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수여된다.

근데 더 아픈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으하하하 (웃음) 더 아픈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뒤로 갔던 거 같아요. 워낙. 또 그게 막 오래 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니까. 피곤하긴 되게 피곤했죠. 남편도 무릎 수술해
서 남편 병원 갔다가 또 어머니 병원 올라갔다가. (중략) 그리고 여자는 왜 몸이 아프
면 내 스스로를 스스로 돌봐야 될까? (웃음) 아프다고 드러누울 수도 없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돌봐야 될 사람들까지도 당연하게 내 몫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플
때 아프니 나 살림 못 하니 뭐 가사도우미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병치레 해줄 사람 부
른다든지 하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그런 것도 싫고. (잠시 침묵)
그냥 아픈 채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싫고. (침묵) [손화연]
병원 가서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도 맞아 보고 다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쉬어
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는데 정작 일은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집에 가면 또 부모님도 약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아프면 쉬어야 되고 (웃음) 쉬어야 낫는 병
인데 못 쉬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임선주]

여성들은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고통에도 그 역할을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나눌 수 없었다. 가족 내 아픈 이가 여러 명일 때, 만성통증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한다. 손화연은 만성통증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아파
도, 입원한 시어머니와 무릎 수술한 남편을 간병했다. 임선주는 29세 비혼 여성
이며 부모와 함께 산다. 의사는 “일하지 말아야” 치료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그
권고를 따를 수 없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생계도 경력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그렇다고 아픈 부모에게 가사노동을 맡길 수는 없었다. 이처럼 가족 구성
원들이 동시에 아픈 경우, 입원도 수술도 하지 않은 그나마 “경미한” 증상을 지
닌 이가 가족 돌봄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족이 가용할 경제적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할 경우, 며느리이자 아내, 엄마, 딸인 여성이 가사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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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는다. 여성들은 만성통증에도 가사노동뿐 아니라 양육과 간병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왜 여자는 아파도 스스로 돌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들의 서사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드러내며 가족 관계와 책임
에 관한 질문과 모순을 제기한다.
아픈 엄마라는 자책은 눈물, 미안함, 자책 등 다양한 감정과 함께 이야기되었
다. 여성들은 엄마로서 자신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자녀
가 자신의 고통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낳
는다.

회사에서 지쳐서 오면 우리 (7살) 아들래미가 등을 두들겨 줘요. 그냥 자동이에요.
“엄마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면 애들한테 “등 두들겨 달라. 안마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아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짠해요.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웃음) 엄마가 젊었으면 어린 엄마고 하면 덜 아프잖아요. 덜 아프고. 아무래도 20대
엄마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30대 엄마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웃음) 아파도 틀리지 틀
리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엄마 젊은 엄마 만났으면 좋았을 걸.”
말한 적도 있어요. 약간 철없긴 한데. [이은미]
내가 아플 때 다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인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않죠. 근데 아이들
인 거예요. 너무 지금 화가 나 자신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니까.
(웃음) “엄마, 다리 좀 주물러줘” 우리 애들 얼마나 많이 주물러 줬는지 몰라. “엄마,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인제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아파서 “아프니까 나를 내버려 둬.”
라는 얘기를 하지도 못 하면서 애들한테는 “엄마 많이 아프니까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좀 쉴게.”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어야
돼는데. 그걸 말이... 말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을 못 했으니까. 근데 얼마
나 아픈지,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치. 너무 많이 아플 때는 걸어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그게... (잠시 침묵) 방금 전까지는 멀쩡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방전 돼서 “난 이
제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되기 되게 힘들죠, 정말. (침묵) 그래서 내가 맨날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밥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구요. (웃음) “엄마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밥 해줘서 고마워.” 여하튼 간에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손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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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나의 아픔을 유일하게 공감하는 아이들의 존재는 여성들에게 위안과
미안이라는 정동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이은미는 아픈 자신을 돌보는 아이들을
보며 “어린 엄마 젊은 엄마”가 아니라 미안하다 말한다. 아파도 직장에서 가정
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에도 자신을 탓하는 것이다. 손화연의 통증을 솔직하게
말하고 휴식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 동료가 아닌 가족이며, 가족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자녀이다. 아픈 몸으로 일하고 자녀를 돌보는
손화연에게 “엄마, 밥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유
자녀 여성들의 질병서사에서 고통의 중심에 위치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과정에
서 다른 자원을 끌어올 수도 없고 가족 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문제
라 분노한다. 환자로서 돌봄을 받지 못 하는 분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 역
할을 충분히 행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은 죄책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여성들이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라는 정동을 경험한다
는 것은 이들 여성이 가족 안에서 직면한 조건들과 완벽한 엄마라는 환상을 함
께 살펴봐야 한다. 문미라는 엄마에게 요구되는 역할 기대와 실제 수행해야 하
는 노동들에 대해 지적한다.

엄마는 돌보는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부족해도 오케이에요. 그러니 아픈 엄마가 좋
을 수 있어요. 아픈 엄마도 엄마는 엄마니까 돌봐줄 거라 기대하잖아요. 아파도 엄마는
돌봐줄 거니까, 같이 살아가는 존재면 그렇지 않죠. 우리 남편도 제가 아파도 “밥 차려
줄까?” 이런 말도 안 해요. “밥 뭐 먹지?” 뭐 이런 거. 엄마가 돌봄 기능이 남아 있으니
까 그게 제일 크니까. 누구도 엄마한테 뭔가 해줄 생각도 안 하니까. 엄마도 요구하지
않잖아, 맞벌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아프건 건강하건 그런 거에 대한 질문
은 엄마 혼자 하고 엄마 혼자 대답하고 엄마 혼자 뭘 해야되는 거죠. 내가 그것 못 하
면 관리 못 하는 사람처럼 되니까 말하기 싫은 거고. 아픈 엄마가 좋다니 이런 배은망
덕한 것들. 근데 나는 이해해. 엄마는 아파도 엄마라고 믿는 거잖아요. 엄마 약한 사람
이라 생각안 하는 거지. 참 속 편한 소리들 하는 거죠, 그쵸? 엄마니까 이거가 아직 너
무 커 너무 커요. [문미라]

문미라는 10대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사는 41세 여성인데, 최근 10년간 만

- 170 -

3장 인정의 서사와 방어하는 자아

성통증의 원인과 지속은 바로 홀로 수행해야 했던 자녀 돌봄으로 이야기된다.
엄마는 “아파도 돌봄 기능이 남아 있다” 여기는 태도는 분노스럽지만 한편 이해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집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은 “서로 배려해야”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급하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내보내고 챙기”
는 돌봄은 엄마의 몫이 된다. 문미라는 청소년들이 자녀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
의 기능을 하지 않는 “아픈 엄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말하며, “아
픈 엄마”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그러한 태도가 불합리하다 생
각하지만, 일과 공부에 매진하여 경쟁에 낙오하지 않도록 엄마 홀로 가족 돌봄
을 맡는 것은 “일상의 밸런스가 무너진” 채 살아가야 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목한다.
엄마는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완벽한 엄마라는 모성 이데올로
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좋은 어머니란 자녀의 안녕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모성실천(intensive
mothering)으로 요구된다(Hays, 1996). 이러한 완벽한 엄마라는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여성은 중산층 전업주부라며 이상적 모성이데올로기를 페미니스트들은 오
랫동안 비판하였다. 여기서 간과한 지점은 완벽한 엄마라는 이상 역시 건강한
신체(able-body)라는 전제 위에 있다는 것이다. 아픈 엄마가 자녀에게 불안과 트
라우마를 안겨줄 것이라는 여성들의 우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엄마는
아플 수도 “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엄마는 위대하다”는 언설은 여성들에게 자녀를 위해 그 어떤 곤경도 극복하라
는 주술을 건다. “위대한 엄마”를 전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설계되었다.
그렇기에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엄마 이외는 가족의 돌봄을 대체할 자원이 전무
한 현실의 부당함과, 한편으로 이를 홀로 해결해야 하는 엄마로서의 자책으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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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소결

인정의 서사는 불가해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자신
의 실재하는 통증과 그에 대한 묘사를 강조하는데 이는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불가해함에 맞선 자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서사에서 주로 보이는
곤경과 어려움은 만성통증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편견에서 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통증 경험의 공유불가능성 때문이다. 진단명도 없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
는 만성통증이지만 “사다코처럼” “네 발로 기어” 등으로 묘사될 만큼 신체적 고
통의 실재성을 절절히 강조한다. 이러한 인정받지 못함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
는 큰 어려움을 부과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받
으며 또한 자신의 통증이라는 신체적 고통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
들의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에 대한 불신과 가족관계와 돌봄의 문제는 이들의
주요한 사회적 곤경으로 이야기된다.
만성통증에 대한 불신은 아픈 이의 신뢰성을 훼손하지만, 본 연구에서 불신은
굉장히 젠더화된 시선임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만성통증은 “꾀병”과 “까탈”이라
는 젠더화된 낙인으로 경험된다. 여성의 만성통증을 향한 “꾀병”이란 명명은 첫
째, 여성들이 실제 아픔보다 더 과장되게 불평한다는 여겼던 여성 환자에 대한
젠더화된 편견, 둘째, 여성은 고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
때문이다. 여성의 만성통증을 향한 “까탈”이라는 명명은 젊은 여성의 신체적 고
통을 심리적 원인으로 여기며, 진단과 치료의 불확실성을 여성의 성정 문제로
지목한다. 모순적이게도 젠더화된 사회에서 여성성은 아픔과 약함으로 정의되
기에, 여성들은 자신의 만성통증을 말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도 하다.
“꾀병”과 “까탈”이라는 불신은 여성의 만성통증을 사소하며 치료할 필요가 없
는 것이라 여기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들의 서사에서 만성통증의 인정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인정의 서사는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자신의 통증에
대한 불신에 대해 맞서며 불가해한 통증과 그 통증을 지닌 채 살아온 나에 대한
자기 이해라는 플롯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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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서사는 가족과 친구라는 친밀한 관계에서마저 이해받지 못 하는 사회
적 고통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가족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가
족을 이해하려 하고, 현재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나를 정당화한다. 만성통증의 비
가시성과 의료적 불확실성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가족 내 취약성을 강화한
다. 가족에 관한 질병서사는 돌봄과 경제적 지원에 고마움과 동시에 경제적 의
존과 돌봄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엉켜져 있다. 질병 서사에서 자신을 아프다 말
하는 존재로 여기는 가족들의 태도에 부당하다 이야기되지만, 이는 “누가 곁에
있어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 해석하며 가족에 대한 원망에서 투병의 속
성으로 이야기된다. 이는 아픈 이의 가족 내 취약함과 의존성을 드러낸다. 어린
자녀와 살아가는 여성들의 질병 서사는 엄마 외에는 가족 돌봄을 대체할 자원
이 전무한 현실의 부당함과 한편으로 이를 홀로 해결해야 하는 “아픈 엄마”의
자책, 그 곤경과 울분으로 채워진다.
인정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그 결과 방어하는 자아이다. 이러한 방어는 화
자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인정받지 못 하는 여성
의 취약한 지위를 드러낸다. 여성들은 여성 환자에 대한 불신으로 통증 증상을
과장하거나 의료진에게 설명하기를 중단하는 등 개인적 대응법을 개발한다. 여
성 환자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한 여성환자들의 개별화된 대응전략이라는 순환
구조는 여성들이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기보다 적절한 환자로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며, 그 결과 의료적 만남에서 의심, 짜증, 낙담이라는 사회적 고통
으로 치유실천을 방해한다. 즉 인정의 서사는 자신의 만성통증에 대한 인정에서
나아가 환자로서 자신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여성의 말을 믿
지 않는 사회를 향해 자신의 통증은 불가해하지만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요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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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질병서사의 두 번째 유형은 “치료의 서사”이다. 치료의 서사는 계속
된 치료에도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치료의 불확실성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성 통증을 치료하며 관리하였지만, 여전히 만성 통증을 지닌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과 자신의 삶이라는 플롯으로 구성된다. 박은진과
정태욱의 질병서사는 규범적인 의학적 설명들에 자신의 통증을 이해하며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길 간구하는 과정을 담는다. 치료의 서사라는 명명은 이들의
질병서사에서 생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전문가 영역에서의 환자됨의 경험과 그
해석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32)
본 장은 치료의 서사에 속한 두 명의 생애사를 제시한 후, 박은진과 정태욱의
서사에서 나타난 주된 테마인 치료 공간을 둘러싼 문제들과 남성의 만성통증
숨기기라는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절

박은진: “아픈 게 일상이라니까”

박은진은 자신의 만성통증을 25년간 은행원으로 일한 자신의 직업병으로 이
야기한다. 사회초년생부터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통증은 증상일 뿐 병인이
없으면 치료의 대상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한국
노동건강권운동은 VDT증후군의 심각성을 주장하였고, 그녀의 삶에서도 이에
대한 검진과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경험으로 자신의 아픔이 질병임을 그리
고 직업병임을 깨닫게 되었다. 박은진은 동네 “단골 한의원”을 주로 다녔고, “자
연치유를 선호”했다. 그녀의 질병 서사는 “동네 한의원”의 단골이 되던 과정과,
32) 치료의 서사를 제외한, 모든 질병 서사는 보건의료의 전문가영역인 치료(treatment)뿐 아니
라 민간 영역과 가족과 공동체 영역인 병원 밖의 다양한 치유(healing) 실천들(때로는 주술
까지)을 포함한다.

- 174 -

4장 치료의 서사와 투병하는 자아

“자연치유를 선호”하여 수술을 권하는 척추전문병원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이
유와, 2010년 이후 만성통증 치료법의 “다양화, 고급화” 속에 합리적 의료소비
자로서의 경험들이 이야기된다. 박은진의 질병 서사는 자신의 만성통증의 직무
연관성과 치료 여정을 담는다. 그럼에도 “아직 낫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혼돈
이 강조된다.

1. “아픈데 아픈지 몰랐던 게 되게 많아”
박은진은 1973년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박은진의 통증 서사는 고등학생과 사
회 초년생 때부터 시작된다.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당
시 그 아픔을 “통증”이라 말하지는 않았다. 통증으로 처음 치료를 받은 것은 25
년 전이지만, “당신의 만성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연구자의 질
문에 박은진은 고등학생 때 자신의 몸, 잘못된 자세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의 통증을 야기한 척추측만증이 고등학교 때 “지금처럼 배낭이 아
닌 일자 가방”을 매고 다녔던 습관과 은행원인 자신의 작업 환경 때문이라 설명
한다. “25년간 계속 앉아서 일하고” 전화기를 어깨와 머리 사이에 고정시키고
컴퓨터로 일했던 “상황”을 묘사한다. 통증으로 처음 병원을 방문한 것은 “하루
종일 복사를 한” 그 다음날부터였다. 돌아보면, “복사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짝다
리로 서서” 일하는 것 같았다.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은 자신의 잘못도 있지
만, 일터의 문제도 분명 있다.
박은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25년간 일하였다. 숱한 병원을 다
니고 다양한 치료를 받아도 그녀가 유일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기억하는 병명
은 척추측만증뿐이다. 이 역시 진단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지금이야 어깨 통증
을 “통증”이라는 병이라 여기고 병원에 가지만, 어깨가 쑤시고 “귀신이 잡아당
기는 것” 같은 아픔은 질병이며 치료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자신은 건강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허리와 어깨가 “스무살
때 비해서 덜 아프다.”

- 175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20대 어깨 통증에 대한 기억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가 시려 병원에 간 이
야기로 시작된다. 더운 여름이면 은행은 고객들을 위해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
데, 에어컨 “바람이 직통으로 오는” 자리에 앉자 “어깨부터 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어깨 통증은 여름마다 “어깨가 참을 수 없이 아파서” 한약을 “가
을마다” 먹었다. 20대 초반 어깨 통증은 여름 에어컨 바람 때문이라 여겨졌고,
체질의 문제로 한의사는 설명했다. 지금 돌아보니 “어깨가 시린 것” 그리고 “참
을 수 없이 아픈 것”이 통증이라 간주되지만, 당시 한의사는 몸의 “체질”로 설명
하며 그녀가 인식하지도 못 한 소화기계 질환을 치료하자 했다. 일 년간 침과
뜸 치료를 받자 몸의 변화를 인지하며 소화기관의 정상적 움직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한의사가 “위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일 년 동안 침을 맞고
난 후에 트름이 나온 거야. 한 번도 트름을 해 본적도 없고 소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던 거예요. 항상 안 되니까 이게 기본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픈데 아픈지 몰랐
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픈데 아픈지 몰랐던 게 되게 많아. 어깨가 막 귀신이 잡아당
기는 것처럼 아프지만, 이게 십년 이십년 가면 이게 일상인 거야. 내가 건강했어 되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무거운 걸 들어서 확 다쳤어. 이러면 되게 많이 아프잖
아요. 그 때는 아픈 걸 느끼는데 맨날 아프기 때문에. 어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다는 뜻
이 아니고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게. 그랬던 거 같애. 그냥 그냥 그래서 가을되면 그
냥 약 먹고 너무 힘들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계속 이랬던 거지. 그 때도 뭔가 영양제
를 먹거나 이러지 않았죠, 젊었던 거죠.

그녀의 소화기관 치료 경험은 20대 자신의 통증을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 했
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사용된다. 이 경험은 그녀가 자신의 몸의 불편함
을 설명하고 해결하는데 계속 의료적 도움을 찾게 만들었다. “아픈데 아픈지 몰
랐던”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 병리적 현상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장
이 어깨가 어떤 느낌이어야지 건강이라는 정상적 상태인지 알지 못 한다. 그녀
에게 질병은 외계에서 온 침입자인 바이러스로 열, 기침, 종양, 설사 등 증상 동
반이나, 물리적 손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파악 가능하다. 그녀의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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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괴적이고 낯선 힘을 지닌 질병이 아닌 그 어떠한 지표 없이 서서히 아파가
는 자가 보고의 어려움을 드러내다. 통증도 위 무력증 역시 자가보고라는 만성
질환의 어려움에 내재된다.

2. VDT 증후군: “어깨 허리가 아픈 게 병인 걸 알았어”
박은진이 어깨와 손목이 시리고 결리는 것과 허리가 뻐근한 것이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임을 알게 된 것은 직장 건강검진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
안전보건운동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운동이 이어졌고, 2002년 3월 근골격계 질
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의무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었다. 2003
년 “복지가 좋아지면서” 회사에서 직업병으로 통증이 심한 노동자들에 대한 건
강검진을 제공했다. 박은진은 자신이 일하는 지점에서 유일하게 VDT 증후군 검
사를 받았다.
근골격계 질환의 사업주 예방과 관리감독이 산업안전법으로 명시되던 시기,
통증으로 “듀오백을 내 돈주고 사비로” 사고, “키보드 마우스 다 바꾸는” 그녀
의 실천은 지점장이 그녀를 회사의 지침에 따라 VDT 증후군 검사를 받을 환자
로 여기게 했다. 지점장은 박은진에게 회사가 지정한 대학병원에 가서 VDT 증
후군 검사를 받길 권했다. 박은진은 그 병원에서 VDT 증후군 검사, 피검사, 근
육 검사를 하였다. 검사 후 어깨, 허리에 근육 주사 맞았는데, 의사는 그녀의 통
증에 대해서도 어떤 주사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좀 덜 아플 거예요”란 말만 하
였다. 어깨와 “척추 쪽 뒤 등에 한 열방은” 주사를 맞았는데 “뻐근했던 거 밖에
기억이 없다.” 박은진은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치료가 “한의원에서 침 맞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고, 몇 년 뒤에야 그 주사가 근육주사라는 걸 알았다.
직장에서 제공된 VDT증후군 건강검진과 치료에 대한 기억은 “그런 검사를
해봤다” 정도이다. 그이가 지점에서 유일하게 회사에서 제공된 검진과 치료를
받자, 동료들은 그녀에게 “그 주사 맞고 좋아졌나?”며 치료 효과를 물었다. 박은
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은진은 당시 근육주사를 맞고 통증은 사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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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얼마 뒤 다시 돌아왔다. 이 경험은 이후 통증 치료법인 주사 처방에 대해 회
의적 인식을 주었지만, 긍정적인 깨달음도 남겼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
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통증도 증상이며 병임을 알려줬다. 그
리고 그 병은 작업 환경에 기인한 직업병이라는 깨달음이다.
당시 저림, 결림, 무력, 냉감 등으로 보고되던 통증은 질병이 아닌 “모든 사람
들이 다 웬만하면 아픈” 몸의 정상적 상태라 여겨졌다.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통상적인 생활 질환에서 직업성 질환 인정하던 “바로 그 초기”라 이야기한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것을 일 때문에 생겼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
통증을 호소하면 “다 거기가 아프지 않냐, 너만 특이하게 아픈 게 아니다”고 사
람들이 말했다.
근골격계 직업병 운동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노
동자가 자신의 직무와 건강 상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언어를 제공해줬다. 자신
의 통증과 작업 자세에 대한 서사는 자세히 여러 번 언급된다. 어쩌면 하루 8시
간 이상 일하고 25년 넘게 은행원으로 일했으니 당연한 해석일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딱 책상에 앉아 있는데 모니터가 고정이 돼있어요.
왜냐면 모니터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한가운데 놓고 내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나는 키보드를 쳐야 하니까, 전화
를 끼고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거를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어요. 키보드를 엄청
많이 쳐요. 이렇게(두 손으로 키보드 치며) 치는 게 아니라 숫자 위주로 (오른손으로만
키보드 치는 시늉) 많이 쳐서 오른쪽 손목이랑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이 완전히 망가지
는 사람이 많고. 데스크가 일정한 높이인데 의자 높이도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내가 책상을 좀 낮추고 싶다고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인 거에요. 나는 항상 이
렇게 (양 어깨와 팔을 함께 들어 올리며) 들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항상
이런 자세가 모니터도 항상 이 쪽으로 보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업무 환
경인 거지.

박은진은 은행에 방문한 고객을 응대하며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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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된 작업 환경을 설명하며, 자신의 몸과 자세의 반복된 동작을 설명한다. 어
깨에 전화기를 낀 채 전화로 고객을 응대할 때도 컴퓨터 키보드를 치며 일해야
하는 등, 단순히 인간공학적이지 못 한 작업장 설계도 이야기된다. 반복되는 동
작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세를 묘사하며, 그녀는 이러한 작업장 설계와 업무
강도로 힘줄이나 관절을 지나치게 사용해야 하는 순간들을 설명한다. 인터넷 뱅
킹과 기계의 발전으로 이제 수납과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하루에 천장씩” 도장
찍는 일은 줄었고, 사무화와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줄여주어 건강한 일터가
되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제 블르투스 스피커나 해드셋이라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기계들은 또 다른 건강문제를 야기한다고 그 예를
든다. 분명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사업주
의 책임은 명시되지만, 2003년 “그 때는 복지가 좋아지려고 한 단계이니 그런
검사라도 있던 거고 지금은 그런 검사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야기한다. “복
지가 좋아지려”는 표현은 일터의 노동자 건강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그녀
의 관찰과 해석을 담는다.

3. “난 자연치유를 선택한 거 같아요”
박은진은 만성통증이 질병이며 직업병이기에, 월급에 “병원비가 포함되어 있
는 거”라 병원을 꾸준히 다녔다. 박은진은 2005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일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도 살이 안 빠지자 집에서 “옥주현의
다이어트 요가” 비디오를 보며 매일 요가를 하였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
는 수영을 했다. 박은진은 그 시기가 “내 인생 통틀어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한
다.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다. 결혼과 출산은 “동기 중 일빠따로 승진”할 그녀에
게 “동기들의 승진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만들었다. 복직 후 가장 힘든 것은 지
하철로 한 시간 넘게 통근하는 일이었다. “최악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왕복
2 시간”을 다닌 것은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서서 균형을 잡는 거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는 거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다. “자연 유산이 계속 되던”, “일도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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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몸도 힘들던” 시간들이었다.
통증이 질병이라는 것, 일하는 자세뿐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다닐 때
척추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아픈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몸의 통증을 감지하고, 언제 얼마나 더 아파지는지 사라지는지 관찰한 결과
이다. 수영과 요가는 20대부터 꾸준히 하였지만, 큰 아이가 어려 운동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정말 아플 때면 직장이나 집 근처 한의원에 가는 게 어깨와 허
리 통증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다 “단골 한의원”도 생겼다. “단골
한의원” 원장은 자신을 “마루타처럼” 쓰며 “나로 인해 자기 의술이 발달했다”고
고마워했다.
그녀에게 통증은 분리된 하나의 질병이 아닌 유산으로 “몸이 맛이 갔”기에 더
심해진 것이라 이해된다. 점점 아파진 몸은 통증의 강도가 아닌 “할머니처럼 구
십 도로 허리가 굽”어진 척추의 상태로 이야기된다. “허리가 굽혀진 상태”여도
그녀는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구하지 않고 “단골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단
한 번의 침치료로 “허리가 펴진” 경험은 당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치료
로 설명된다. 박은진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아 당시 정
확한 진단명은 알 수 없다. 급할 때 갈 수 있고 효험이 있는 단골 한의원이 있어
다행이라 이야기할 뿐이다. 그녀가 한의원을 다닌 이유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당시 유행하던 척추 전문 병원들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도 하고 무릎 수술을 하였는데 후유증이 계속 있는” 걸 보았기에, “내
몸에 칼을 대서 근육을 만드는 거는 별로”라 생각했다. “한의원 가서 자연적으
로 치유하는 거를 스스로 원했다”고 당시 생의학의 진단과 치료를 거부한 이유
로 설명한다.
박은진은 당시 자신의 치료 결정에 있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우위를
두며 “한방은 자연치유”라 명명한다. 척추 수술의 거부는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지만, 수술, 주사,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술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생의학의 척추 치료법은 새로운 치료기술과 치료법의 사례
로 라식 수술과 빗대어 이야기된다. 라식 수술 역시 “내 눈에 손대는 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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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았다. 라식 수술은 각막을 깎아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인데 1990년 한국
에 도입되었다. 수술 효과와 부작용, 합병증과 연관된 수술의 안정성은 한 개인
의 선택에 주요한 고려 사안이다. 근시 퇴행, 각막 난시, 야간 불빛번짐 현상 등
을 근거로 라식 수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라식라섹 수술의
안정성에 대한 추적 조사는 2011년에야 국내 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졌고,
90%이상 환자가 안전하다 발표하였다(SBS, 2011.7.27). 새로운 치료법으로 라식
라섹 수술이 도입되자 박은진은 그 안정성을 우려하며 수술을 미뤄왔다. 얼마
전 라식을 하러 안과에 갔지만 의사는 “이제 노안이 와서 못 한다”는 “슬픈 이
야기”를 하였다. 라식 수술을 예로 든 것처럼 척추전문병원은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고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이야기한다.
박은진은 “병원에 간다는 건 치료받을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의사들마다 치
료하는 법은 조금씩 다르”기에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투어를” 해야 한다고 말
한다. 그녀는 “다양한 병원을 다녀 보며 내가 의사가 되간다”고 웃으며 이야기
한다.

4. “병원도 유행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침치료로 통증을 다스리던 그녀는 2013년부터 정형외과 치료를
시작한다. 마침 “단골 한의원” 원장님이 “강남”으로 병원을 옮기기도 했고, 비수
술적 통증 치료법이 1차 의료기관인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 확산
되던 시기였다. 박은진은 직급이 높아지자 VIP 고객 관리 업무를 맡는데, 관리
해야 할 VIP 고객 즉 “거래처”는 “병원이 많다”. 바빠서 직접 은행에 방문할 수
없는 “VIP” 고객인 의사들의 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것 역시 그녀의 업무이다.
방문한 병원 중 “괜찮다” 싶은 곳에서 그녀는 치료를 받곤 하였다.
정형외과를 다시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그 병원의 특색은 정형외과인데 침
을” 놔준다는 점이다. “한의사처럼 놓지는 않고 약간 독특하게” 침을 놓고, 테이
핑 요법을 함께 하였다. 정형외과의 통증 진료가 물리치료, 근육주사, 수술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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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줄 알았는데 “침을” 놓고 테이핑 요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근육
자극 요법(IMS)33)이라는 새로 도입된 치료법이지만 그녀에게 낯설지는 않았다.
박은진이 정형외과에서 “한의사가 하는 침과 다른 침치료”라 여겼다. 이후 박은
진은 업무 차 내원한 병원에서 새롭고 다양한 통증 치료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대기실에서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 거래처 고객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판단
했다.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병원을 다녔다.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는 통증만
치료해주지 않았다. 단골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가 때로는 그녀가
치료를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박은진은 최근 1년간 다닌 재활의학과에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
와 운동치료를 병행했다. 치료는 통증뿐 아니라 “셀룰라이트를 잡아주는” 기계
를 통해 찌뿌둥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며 이런 “비싼 기계”는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치료 만족의 근거로 이야기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아는” 환자
에게 제공되는 무료 태반 주사라는 “서비스” 역시 합리적 소비의 이유이다. 1년
간 치료를 받으며 치료 효과와 부수적 서비스에 만족했지만, 치료는 예상치 못
한 이유로 종결됐다.

일주일에 한 번을 가면 한 번 가면 십오 만원인데, 네 번 가면 육십인 거예요. 일 년
을 가면 육백이 넘는 거죠. 내가 내는 보험료가 일 년에 오십인데 일 년에 육백을 쓰는
거야. 실손보험사에서 병원에 조사를 와서 “얘 가짜 환자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의
사가 소견서를 다 써주고 그 실손 보험 계리사가 와서 나한테 “당신 아픈 거 맞냐?”
“나 항상 아프다. 그리고 의사가 사진도 다 찍고 진단서 다 써줬는데, 내가 그렇게 오
해 받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다” 했더니, “확인서를 쓰라”는 거죠. 확인서가 걔네 보험사
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으라 한 거죠. “그 병원은 너네 사주받고 할 텐데

33) IMS는 근육 내 위치한 신경을 자극해 직접적인 신경반사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치료 방법
이다. 한방의 침술과 유사하게 바늘을 이용해 치료하며 경혈 경락이라는 전통적 한의학적
이론에 기초를 둔다며 한의학계는 IMS라는 침술행위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 주장했다. 박은진이 이 치료를 받은 2013년은 한의사들과 의사들의 IMS 시술
관련 소송으로 2014년, 2016년 정형외과의 IMS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메
디컬업저버, 2014.11.11.; 머니투데이, 2016.5.11.) 전인, IMS 시술이 “한국에서 일반 의원에
서 행할 수 있는 대중적 요법으로 자리잡(의약뉴스, 2007.1211.)”고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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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위주로 하지 않고 보험사 입맛대로 해주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확약서를 쓰는 거
납득을 못 하겠다.” 그러고 실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잘 처리 됐고 그 이후도 계속 쭉
갔는데.

치료를 그만 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치료뿐 아니라 운동의 중요성을 강
조한 운동치료사의 권유와 둘째, 실손보험의 조사이다. 박은진은 재활의학과 의
사의 처방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1회에 15만원이었
지만, 90프로 이상 실손보험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 2016년 6월 발
표하였다. 이들은 “일부 보험 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
위”를 차단해야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
다(의약뉴스, 2016.7.14.)”며 과잉도수치료에 실손보험료 지급을 논란을 불지폈
다. 이러한 도수치료 실손보험료 조사는 박은진 치료 결정에 영향을 줬다. 박은
진의 도수치료가 질병 치료 목적인지 체형 교정 목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 계리사는 “진짜 환자가 맞나?”라 그녀의 질병에 대해 의심하였다. 박은진
은 실손 보험사의 지정 병원의 검사를 거부하며 은행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살
려 자신의 도수치료가 실손보험료 지급대상임을 입증하였다. 박은진은 “실손이
활성화되며 병원비가 확 올랐다”며 그 연관성을 이야기하였다. 실손보험이 나오
기 전, 만성통증의 치료비는 “비싸도” “삼사 만원이었”고 “내 돈 주고 다닐 만
한” 지급가능한 수준이었다. “한 오년 전부터 실손보험이 생기자”, 진료비에 “물
리치료 삼만원, 도수치료 오 만원, 운동치료 오 만원 이러면서 십오 만원을 맞추
기” 시작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치료를 받으니 좋기는” 하지만, “실손
이 없으면 그 치료를 못” 받을 수밖에 없다. “내돈주고 십 몇 만원씩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은 질병의 경과뿐 아니라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대부분 생명보험과 정액 방식의 암보험
이었다. 2007년 이후 후불방식의 실손의료보험이 도입(참여연대, 2019)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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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수는 2018년 6월 기준 3396
만 건이다(한국경제, 2018.10.4.).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자, 환자의 실손가입
여부는 “병원에서 꼭 확인”하는 항목이 되었고, 의료진의 치료법 결정에 고려지
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는 환자 본인
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은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와 주사요법을 실손보
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안내하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라 권한다. 박은
진의 질병서사는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에서 만성통증의 치료법 변화뿐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라는 의료시장의 변화를 담는다. 박은진은 “한의원과 정형외과 재
활의학과의 그 미묘한 차이들”과 “유행”을 이야기해주었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최소한 CT를 찍어, 좀 심하면 MRI를 찍고. 일단 거기서 병
원비를 화아악 확 청구 들어가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50% 이상은 휘었어. 좌우
발란스가 안 맞는 게 대부분 사람이 안 맞는데요. 얼굴도 다 안 맞고 몸도 다 안 맞는
상황인데, 그거를 “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 몸이 힘든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
원 오는 거잖아. 안 아픈데 병원 가지 않거든요. 아픈 사람 딱 병원 오면 아 얘는 치료
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다 이야기하지. 근데 단기치료로
끝난 사람 내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니까 이 치료들이 단기치료가 안 되는 아픔이죠.
상처가 났거나 오히려 종양이 있거나 이러면 도려내고 수술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아픈 것들은 다 만성으로 가는 거고 최소한 이삼십년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거
라고 나처럼 병원 투어를 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야. 어, 의사들이 그걸 다 아는 거 같
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얘는 이러이런 거 해주면 병원 계속 다니겠구나’ 이런 것도
아는 거 같고. 지금은 고급화로 가는 추세. 예전에는 온열치료 정도 그리고 왜 그 지잉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 알죠? 기계가 지잉지잉 해주는 이 정도 치료로 끝났는데, 이제
는 다 사람이 (웃음) 손으로 해주고 굉장히 고급화되가는 느낌.

박은진은 20대 때 저리고 결리는 그 불편한 감각이 치료를 받아야 할 병리적
현상이라고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당시 정형외과에서는 병인이 없는 통
증이라 진단이 나오면 의사의 진료는 종료되고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만 제공
했기에, 그녀는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 직장 건강검진과 치료로 자신의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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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였고, 통증의 원인도 다양
하게 설명된다. 통증 치료법도 다양해지고, 과거 기계로 하던 물리치료는 인간
의 손으로 하는 카이로프라틱, 도수치료 등이 도입되었다. 박은진은 통증 치료
의 첨단화, 고급화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돈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도록 유혹한다고 말한다.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가
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며 수익을 내려는 병원과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으
려는 환자의 보이지 않는 동맹이 존재하는 것이다.

5. “운동 같이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손주만 보는 할머니 되는 거야”
박은진은 “급할 때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거”지만 운동 역시 통증을 줄이는 방
법이자 치료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년간 다녔던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삼십분 운동치료 삼십분”을 받을 때, 운동치료사는
“치료를 받아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며 운동을 가르쳤다. 그
이의 추천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안 아파 재활의학과를 끊
었다.” 워킹맘이기에 점심시간에 운동했다. 은행은 순환근무를 하기에, 근무처
가 바뀌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학원과 병원을 찾는다. 필라테스, 일대일
PT를 하다, 최근 스케이트를 시작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도중이
었고, 때마침 훌륭한 강사를 소개받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롤러장도 안 가 본” 사람이 스케이트를 잘 배울 수 있을까 걱정했
지만, “오십 육십에 시작하는 거보다 그래도 사십(대)에 시작하는 게” 낫다 생각
이 들었다. 박은진은 연구자에게 스케이트를 권했는데 연구자가 “논문 쓰고 생
각해보겠다”고 하자, “젊으니 버티시는 거”라 말한다. 어른들이 자신에게 해줬
던 조언, “사십 되면 달라진다”며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것이 요즘 느껴진다며
나이듦과 몸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박은진은 “젊었을 때는 젊으니 버틴 것이고
지금은 약을 먹어도 못 버틸 거 같은 느낌”이지만 운동을 시작하고 “아침에 일
어날 때 죽을 거 같이 느꼈지만 지금은 몸이 가볍다”며 연구자에게 운동을 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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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문을 쓰고 운동을 배우겠다”는 연구자에게 박은진은 “그냥 필 꽂히면”
시작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일이년 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길지
모르지만, “뭔가 저질러서 뭔가를 하면” 몸의 변화는 “확실히” 생기기 때문이다.
박은진은 면접 시작 때마다 이번 주 배운 스케이트 동작과 몸의 변화를 이야
기한다. 자신이 배운 동작은 코어 근육으로 복부 힘의 중요성과 연결되어 설명
된다. 허벅지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며, “여자 스포츠인 중 허벅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며 연구자에게 물었다. 마침 동계 올림픽이 끝난지 몇 달 안 됐
기 때문에, 스피드 스케이트라 답하였다. 그녀는 이상화의 몸, 순간 폭발하는 힘
등을 이야기하며 근육, 근력, 그리고 허벅지와 통증 관리를 설명했다. 구술자는
고액의 개인 강습이 단순히 자신의 몸을 위한 투자만은 아니라 설명한다.

엄마들이 가서 앉아 있잖아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저 엄마들, 저거 보라고. 애
들 탈 때 같이 타야지. 나중에 쟤네들이 나이 들어서 엄마랑 같이 갔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부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힘들어지는데, 부모자식 간에도
나중에 여행을 가서도 애들은 골프를 쳐도 엄마는 앉아 있으면 우린 정말 애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놀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라는 거지. (중략) 대화가 일단 “너는 뭐 이랬니?” 이런 거가. 내가 안 탔을 때는 “잘
타네.” (박수 치며)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너는 이러면서 이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애들 타고 나 옆에서 타고 이러니까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스케이트 개인 강습은 나의 몸을 위한 투자만은 아니었다. 주말에 두 자녀와
함께 스케이트 운동을 배우는 것은 가족 건강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취미
활동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 이야기된다. 나이 들어서 “휴가지에서 베이비시터
로 전락하는 할머니”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박은진은 아이들의 스포츠 강습을
지켜볼 때와 달리 함께 배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상세히 이야기한다. 아이들
이 제대로 배우는지 지켜보는 감시자에서 함께 배우는 동료 수강자가 되자, 아
이들에게 몸의 움직임과 요령을 묻게 되었다. 날카로운 대화와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니 관계도 개선되었다. 비용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운동, 현재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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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관계에 대한 투자로 의미화된다.
고액 강습비 부담이 되지만, 결국 수입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돈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라 소비관의 변화로 설명된다. “옛날에는 옷을 사고 신
발을 사고 뭔가 살림을 샀던” 좋은 옷과 신발, 명품 가방과 접시를 사고 모았던
소비는 이제 건강에 대한 투자로 바뀌었다. 2차 인터뷰에서 그녀는 잠시 인터뷰
를 중단하였는데, 자신이 직구로 구매한 유럽의 그릇들을 중고 거래하기 위한
전화 때문이다. 소비 만족감은 과거 타인의 인정에서 이제는 “안 아픈” 몸 자체
로 이동한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박은진은 “땡
빚을 내서라도 다니는 게 맞는 거”라 이야기한다.

6. “여자여서 아플 때 좋은 점은 한 개도 없어요”
박은진은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바로 중학생인 딸의 자세 불균형 때문
이다. 짝다리를 짚는 모습은 단순한 자세 불량이 아니다. 한쪽 다리에만 힘이 가
는 자세가 편한 것은 몸의 한쪽이 발달하고 한쪽이 약해진 결과이다. 그런 자신
의 충고를 사춘기 딸은 잔소리로 들으며 무시하는 점이 큰 고민이다. 딸의 “어
깨 굽은 것도 짝다리도” 보여 “한쪽으로 치우치면 엄마처럼 나중에 아파”라 이
야기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안 아프니” 의식하지 못 한다. 만성통증은 그녀에
게 사람들의 몸을 읽는 새로운 시선을 주었다. 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며 습득
한 지식들은 딸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굽은 몸을 해석하게 만들었다. 여름 지
하철 안 여성들의 “원피스 그 지퍼가 이렇게 휘어진” 모습만 봐도 “병원 가야
할 거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아픔이 만성화될 때의 곤란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불건강한 상태 그 자체를
일상으로 간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예로 비염 치료를 받는 아들을 들
었다. 지인에게 물어 유명한 비염 클리닉에 다니고 “코가 막히는” 것이 나아지
자 아들은 자신이 “아팠었던 거구나”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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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한테 매일 물어봤거든요. 코가 오히려 밖으로 배출이 되나봐. “코가 엄마 나오긴
하는데, 숨은 잘 쉬어져” 지금 애가 어려서 귀엽다 생각했는데, 얘가 나이가 들어서 지
부인하고 꼴 뵈기 싫으면 저 숨 쉬는 게 얼마나 꼴 뵈기 싫을까. 뭔지 알죠? (웃음) (면
접자: 아는 언니도 남편 킁킁 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화난다고.) 어우, 그게 너무 확 와
닿는 거지. 내가 사실 느끼니까. 쟤 저러면 되게 미움 받을 거 같애. 확 와 닿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료를 결심하게 된 거지. 그 먼 길을 가면서. 미울 때는 아프단 소리만
들어도 밉더라구. 그찮아. 내가 안 아파야지. 내가 안 아프면 주변 사람이 힘들긴 하지
만 우선 내가 힘들어. 내가 짜증나니까.

그녀는 아들의 비염 치료가 건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완치해야 하는 거라 이야기한다. 아들의 비염이라
는 만성 질환은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숨 쉬는 게 얼마나 꼴뵈기 싫을까”란
염려를 드러낸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인식이 투영된 표현이다. 질병이 배우자
거나 가족구성원, 친구들의 이해와 배려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갈등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은진의 질병서사는 주로 일과 관련되어 이야기된다. 작업 자세, 작업 환경,
일터에서 곤경, 그리고 병원 치료와 복부와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으로 이야기된
다. 연구자는 박은진에게 아픈 여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여성 환자로 삶의 부당함을 이야기하였다.

여자여서 아플 때 좋은 점은 한 개도 없어요. (웃음) 다 나쁜 거예요. 뭐가 좋겠어
요? 내가 여자여서 특별히 우대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 같고. 내가 아파도 밥은
해야 되고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응... 똑같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수술을 하면 그 기
간 동안 쉴 수 있는데 근골격 이 쪽 아픈 건 쉴 수 있는 통증이 아니에요. 어, 표시도
안 나고 허리 아프다 이런 건 꾀병 같고 이래서 쉴 수가 없어요. 여자라고 특별히 우대
받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남편이 그렇다고 내가 공감 절대 안 해주는 질병이라서. 피를
흘려야 돼요. (웃음) (면접자: 피를 흘린다는 게 본인이 흘린다는 의미에요?) 피를 흘리
는 붕대를 둘둘 싸고 있는 병에 걸려야 쟤가 아프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그래야
배려를 받지.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건 아픈 축에도 안 드는 거죠. 제 삼자가 봤을
때는, 나만 아픈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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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아파도 일해야 하고, 일하다 아파도 일터에서는 환자임이 들키면 안
된다. “아프면 잘리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인 은행에서 승진하지 못 하면 해고
되기에, 일하는 존재로 자신의 통증과 질병은 감춰야 한다. 그렇게 일하고 돌아
오면 “집에 오면 확 퍼지지만” 집안일은 해야 했다. 남편은 “또래 남자들에 비해
자기는 많이” 집안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박은진은 쓰레기 버리기라는 가사노동
의 항목을 들어 설명한다. 남편이 행하는 가사노동인 “쓰레기 봉지 버리기”는
“쓰레기 봉지를 사서 개서 넣어놓고 쓰레기봉투를 휴지통에 갈아 끼우는” 행위,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밑에서 여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제외된다. 그렇게 “항상
스탠바이된 상태”의 노동은 “신경도 안 쓰고” 산다는 점에 그녀는 분노한다. 그
렇기에 “또래 남자에 비해” 가사 일을 많이 한다는 남편의 말에 “또래 남자들처
럼 돈을 많이 벌어 오든가”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라 대응한다.
아픈 이야기는 여성에게 결국 “남편 욕, 시댁 욕”이 된다는 그녀에게 구체적
으로 시가 식구들과 갈등을 물어보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였다. 아팠을 때 시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거나 공감해주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로 남았다고 간략히
답할 뿐이었다. 박은진은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집에서 밥을 차리지 않고 차
만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거라 이야기하였는데, 아픈 며느리를 위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수행되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불만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시어머니 역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아픔이라는 거는 “공유
가 잘 안 되는” 그 속성 때문이라 답하였다.

7. “아픈 게 일상이라니까”
박은진은 아픈 후 변화를 이야기하기 어려워했다. “아픈 게 한 방에 탁 아픈
게” 아니다. 왜냐면 “스무살 때부터” 늘 아팠고 “통증은 항상 몸에 그냥 달고 사
는 거”였기에, 그녀는 아픔과 질병은 변화가 아닌 “일상”이라 명명한다. 질병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한 방에 탁 아픈” 파괴자와 약탈자의 이미지이지만, 박
은진은 “항상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게”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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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아니지만 통증을 “몸에 그냥 달고 사는” 25년간 살아가고 있다. 그렇
다고 그녀는 통증을 체념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통증을 없애고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병원 쇼핑”을 했고, 꾸준히 운
동하였다. 늘 아팠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는 그녀에게 중요한 화두이다. 영양
제며, 디톡스며 많은 건강 실천을 한다. 아프며 다녔던 병원들, 치유 실천들 잡
지식이라 부르는 지식과 지식이 쌓이며 의사보다 해박하다 느끼기도 했다. 박은
진은 다녔던 병원도 했던 운동도 많지만 통증은 계속 될 거라 예측한다. 통증을
치료하여도 “효과는 길게 안 가”지만, 병원 치료를 “안 하는 거보다는 낫다” 생
각에 병원을 다닌다. 운동 역시 “내가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며, 통증을 줄일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녀는 통증은 “액티비티나 새로
운 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집안일 빼고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것이라 여긴다.
2회차 면접부터 갱년기 증상을 이야기하였다.

가끔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하고. (웃음) 그냥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도 하고. (면접자: 예전보다 더 몸이 아프신 거예요?) 아 어깨랑 허리 이런 데는 운동하
면서 많이 치료됐고. 그거 말고 일상적인 화가 많이 늘었죠. 무기력증 이런 게 많이 생
기고. 일단 남편에 대한 미움의 강도가 너무 세지고 있어요. (웃음) 친한 친구랑 이야기
하는데, 그 친구도 남편에 대한 화가 치밀어서 같은 침대에서 절대 못 자고. 지 혼자
거실 나가서 따로 자고 있고. 걔는 수면제를 두 개를 먹어야, 원래 하나씩 먹고 잤는데
요즘에는 두 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걔는 내가 봤을 때 좀
심각한 갱년기가 오는 거 같고, 나는 초기인 거 같고. (면접자: 갱년기가 화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일단 화도 나고. 지난번에 밥 먹는데 얼굴이 갑자기 후~욱 열이 나와서
빨개진 느낌이. 티브이에서 선전할 때 왜 갱년기약 선전할 때 이런 거를 제가 경험 한
번 하고 나니까 무섭더라구요. 진짜 갱년기인가? 이런 거.

그녀는 통증은 이제 자신이 “잘 아는” 것이지만 열감, 불면, 화라는 감정이 어
떤 신호인지 읽어내려 한다. 갱년기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친
구와 나이 들어가는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다 친구의 증상과 비슷하고 그 강도

- 190 -

4장 치료의 서사와 투병하는 자아

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통증 서사는 작업 환경과 주요한
치료 경험들, 치유 활동으로 운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갱년기 증상으로 “남편에
대한 미움의 강도가 너무 세”진다는 말은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
각하게 한다.

2절

정태욱: “나는 주로 극복 이야기인데, 이번 (통증)엔
병원마다 다 달라요”

정태욱의 질병서사는 20대 이후 언제 어떻게 통증이 생겼고 이를 “극복”하였
는지, 현재의 통증은 왜 “극복”할 수 없는지로 이야기된다. 대학생 때 삼중추돌
사고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이 생겼고, 한 달간 대학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
았다. 그 후 어학연수를 간 미국에서 “제한적 의료 권한을 가진” 침술사의 치료
를 받거나, 강화운동으로 스스로 관리했다. 일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도 대학생
이기에 두꺼운 서적들과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했다. 어깨 통증은 더욱 악화되
어, 대학의 보건소에서 주로 치료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본가인 서울로 돌아
와, 척추전문한의원을 찾았다. 예진 후 의사는 디스크 의심으로 MRI 검사를 제
안하였고, 부모는 “군문제가 있으니”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권했다. 디스크 확진
으로 병역처분이 현역병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되어,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
익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지하철 공익요원 기간은 어깨 통증이 악화된 자신의 건
강을 “보장받지 못 했던” 기간이라 명명된다. 주야교대 근무 때 지하철역사 사
무실 안 쇼파나 의자에서 자야 했는데, 숙직실 이용을 하지 못 한 이유는 “군기”
로 설명된다. 제대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며 취미로 하였던 사회인
야구는 손목과 어깨 통증을 안겨주었다. 정태욱은 최대한 병원에서 받았던 물리
치료의 원리를 집에서 구현하며 통증을 관리하였다. 1년 전 석회건염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근육 주사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사
라지지 않는다. 6개월 동안 9곳의 병원을 갔다. 원인과 치료법은 “병원마다 의견
이 다 다르니” 혼란스럽다. 그는 해외취업을 준비하기에 통증을 완전히 치료하

- 191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여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 “처음에는 극복했던 거 같아요”
정태욱은 198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스무살 겨울 미국 어학연수 서류를 접
수하러 가다 택시 안에서 삼중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안전벨트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앞 판 쪽에 이마가 들어갈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처음 한 두 시간
은 놀랐고, “신체 증상적으로는” 별 느낌이 없었다. 대사관 서류 접수가 늦어질
까 걱정이 앞섰다. 서류 접수 후,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 사무실로 돌아오
자 팀장이 “학교 보건소부터 가보라” 하였다. 그 날은 일주일에 한 번 한방진료
를 하는 날이었고, 정태욱은 보건소 한의사의 권유로 대학 부설 한방병원에 입
원하였다. 퇴원 후, 일주일에 세 번씩 학교 보건소에서 침과 뜸치료를, 한방병원
에서 사혈, 부황, 침치료를 받았다. “입원하는 기간 동안 침치료 한방치료를 받
으며 크게 느낌은 없었”지만, “후유증이 나와” 버렸다. 어깨 통증이 가장 “크게
남았”다. 정태욱은 당시 어깨 통증의 강도를 설명하며 양 손으로 어깨를 꽉 잡
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당하는 느낌” 누군가 “꽉 쥐고 있는 느낌”이라 설명한
다.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 “팔꿈치로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다.
사고 두 달 후, 그는 예정된 어학연수를 떠났다. 미국에서 석 달 동안 어학원
에서 수업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다. 어학원 강사는 차이나타운의 침술원을 소개
해주었다. 어학원 강사는 스페인계 미국인이지만, 아버지 골관절 수술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냅두고 다른 거를 찾아 봐라”고 권하였
다. 정태욱은 그 사람은 “몸에 해로운거 덜 가면서 본인 몸에 맞는 걸 찾아 나가
는”, 치료에 있어도 “본인 문화”만 고집하지 않는 “폭넓게 받아들이는 분”이라
회고한다. 미국 의료기관은 유학생이 이용하기에 “보험 처리를 받아도 너무 비
싸니까”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침술원을 다녔다. 비록 “클리닉 닥터”는 아니
어도 “제한적인 의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받았던 침과 한방 팩을
처방한다는 점에 신뢰가 갔고, “상대적으로 쌌기” 에 지불가능한 치료라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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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을 맞기도 하고, 어깨 팩을 처방받기도 했다. 어깨 팩은 약재 냄새로 일과
가 끝난 후 기숙사에서 잘 때 사용했다. 아침에 샤워로 어깨의 한약재를 씻어냈
다. 다행히 기숙사는 2인 1실이지만, 옆 침대는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다.
정태욱은 3개월 어학원 교육 후 테스트를 받아 8개월 동안 일할 곳을 배정받
았다. 정태욱은 같이 교육받은 이들 중 자신이 유일하게 호텔의 프론트에서 일
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했다. 어학원은 교육뿐 아니라 교육 후 임시직 취업
(seasonal parttime)까지 알선해주었다. 플로리다 날씨는 “기본적으로 습하고”,
“수도물 틀어놓은 것처럼” 폭우가 쏟아져, 그는 어깨 통증으로 “처음으로 힘들
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질병서사는 “극복을 해나가던 이야기들이 위주”인데, 이 시기는
“강화운동으로 이겨냈던 거” 같다고 진단한다. 주급은 세금과 아파트 임대료를
제한 후 지급된다. 대도시에 있을 때는 침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플로리다 휴
양지의 호텔에서 일했던 8개월은 병원을 다니지 못 했다. 일할 때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고, 퇴근 후 매일 숙소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두 세 시간 동안 운동
하였다.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도 했지만 “어깨 강화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
다. 운동으로 “자극을 준 근육을 수영으로” 진정 효과를 주어, “미세 근육까지
잡”으려 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극복을 했던 거 같다”. 의사도 “근력운동
을 조금 하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의 대학에 다시 복학하였다. “첫 시작”은 “기본
적으로 교통사고”였지만, 그 후 몇 년간 후유증으로 “상당히 귀찮았다.” 통증은
그가 대학생으로 들고 다녀야 할 책을 매일 협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 책
을 가방에 일곱 권 넣었다 치면, 세 권까지 줄여버리고 네 권은 손에 들고” 다녔
다. “백 팩이 양쪽 어깨를 다 짓누”르기에 “너무 답답하”고 “근육 자체가 올라와
있는 느낌”으로 힘겨웠다. 대학 다닐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진료를 받았는데, 한
번은 대학 보건소 한방진료를, 한 번은 대학한방병원 “TA 전문”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정태욱은 교통사고 전문 교수가 주치의였다는 점과 학교 보건소에서 무
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자신이 “운이 좀 많이 따라줬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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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처분과의 싸움”
정태욱은 2012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받았던 대학 한방병원 치료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기에, 우선 서
울의 척추 전문 한방병원을 찾아갔다. 예진 후 의사는 디스크 의심으로 MRI 검
사를 제안했고, 부모님은 “MRI를 찍어야 하면 군 문제도 있으니” 대학병원 진
단을 권했다. 서울에 와보니 “병원비가 비현실적으로 와 닿기 시작”했고, MRI
검사비는 자신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였더니,
디스크 의심에서 확진이 나왔고 그 결과 “병역 처분이 바뀌었”다. 어느 병원에
서 검사할지, 어느 병원에서 치료할지, 디스크 확진이라는 MRI 결과로 병역처
분 변경을 어떻게 할지 등 병역처분과 “계속 싸우는” 시기였다. 병무용 진단서
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면 디스크 수술,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
상 통원 치료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환자의 디스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는 “봄
부터 가을까지” “물리치료 받고 약 먹”는 동안 의심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진단과 치료에 집중했던 이 기간을 “병역 처분과 싸움”이라 조심
스레 명명하는데, 이는 심신을 손상하여 신체등급을 낮추는 방식이 병역 비리의
대표적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병역을 피하는 병역 비리는 한
국의 오래된 사회 문제이다.
치료와 병역 처분에 전념한 6개월 동안, 그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대
학생 때 전공 책과 노트북을 들고 다녔던 것이 어깨에 무리를 줬다 생각했기 때
문이다.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고 “실내 자전거 같은 것”을 이용해 “환경 조성”
을 하며 지냈다. 지방의 대학을 다니다 서울 본가로 올라와 “떨어져” 지내니 사
람들의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니 허리 디스크 확진이라는 “피
지컬적인 게 다운된” 뿐 아니라 “마인드 자체도 솔직히” “좀 꼬여 있었”다 당시
자기 상태를 평가한다. 부모님은 “집에서 막 우울하게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조기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가 해라”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운동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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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는 “아저씨들”이 많이 하여 “나잇대가 안 맞으니”, 사회인 야구를 6월
에 시작했다.
정태욱은 허리 디스크 확진으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다. 사회복
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시기는 개인이 정할 수 있지만, 정태욱처럼 병역처분이 변
경되어 “중간에 끼어들어간” 사람들은 남는 자리에 배정을 받는다. 대체복무 기
관 역시 개인이 연초에 신청하지만, 인력 수요 높고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은 항
상 자리가 남는다. 그는 서울지하철로 “강제 배정이 나오자” 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초 병무청 홈페이지에 “비는 자리”로 옮기려 했다. 정태욱은 관공서 사무
보조나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 등 업무 강도가 낮고, 천식인 자신의 건강에 좋은
곳에서 일하려 “인터넷 정밀 시계를 띄어놓고” 인터넷 신청을 “대기”하였다. 하
지만 시작 3분 전 “서초동 법원”은 “아웃이 되 버렸다”. 분명 남는 자리가 있어
신청지로 나왔던 곳들이 “아웃돼 버리”자 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무지는 “다
음 달에도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원하는 복무지를 신청하는
것 역시 “인기 아이돌 그룹 공연 피케팅”이라 명명된다. 대학 졸업 후 일 년 가
량을 “병역처분과 싸우느라” 보냈기에, “어깨 생각하면 지하철을 가면 안 됐는
데, 제 손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3. “보장받지 못 했던” 지하철 공익
지하철 공익 동안 체감한 몸의 변화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척추 뼈에서 골
반 뼈 내려가는 쪽이 싸하게 아픈” 게 항상 있었고,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고개
를 돌리면 아프기” 시작했다. 지하철은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매주 교대되었
는데, 야간 근무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이다. 지하철 운행이 종료
되어 “셔터를 내리면” 역무원들은 숙직실에서 자지만, 공익의 취침은 “공식적으
로 허용이 안” 된다. 역무원들이 그날 “별 일 없다” 판단하면 “그냥 너도 들어가
쉬어라”라 하면 역무실 쇼파나 의자에서 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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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실 쇼파에서 (어깨를 움츠리며) 이러고 있던가 정말 최대한 몸 움추려뜨리고 자
던가. 사무실 의자는 요즘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자고. (면접자: 근데
야간을 도는 건 공익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직실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직원용이에요. 초반 시점 때 제가 들었던 게 “(숙직실을)
오픈해줬더니 (공익들이) 너무 풀어지더라” 이거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배치 받았
던 조에 구역장님은 아예 역무실 있는 그 구역을 못 들어오게 막았었어요. 지하철 게
이트 옆에 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조그만 박스 있잖아요. “거기 있어라. 모니터를 계속
체크하고. 정말 상황 없을 때는 다리 적당히 올리고” 말 그대로 조는 거. 이후에 인제
부임하셨던 분들이 많이 봐주셨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지하철 공익으로 일하면서 주야 교대인데, 야간조일 때는 주로 지하철 내 쇼
파나 의자에서 자는 것도 역장님의 배려로 나아진 처사였다. 면담자가 바른 자
세로 잘 수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아픈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자, 정태욱은 “군기”이기에 이 일을 당연하다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일하던 서울 지하철은 환승역이 있는 “A급역”이라 일도 많았고, 특히
비 오는 날 습기가 지하로 내려오면 몸이 더 힘들어졌다. 에어컨이 고장 나면
더위뿐 아니라 습기도 심해졌다. 그런 날이면 “어깨가 더 심해지”고 “압력이 너
무 심해”졌다. 승강장 에어컨 고장으로 통증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몸의 고통뿐
아니라 항의하는 승객들을 진정시키는 곤경도 함께 이야기된다. 공공기관이라
부품 고장 판독도 자재 조달도 모두 “심사가 나오는 과정”은 오래 걸리기에, 승
객들은 “왜 관리 안 해?”하며 항의한다. 그는 항의하는 승객에게 “저도 덥습니
다. 보이시죠? 손수건 하나 더 사야할 정도예요”하며 동정에 호소하곤 했다. 군
법만 지키면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현역병과 달리 지하철 공익은 “군법과
율법을 동시에 받는 존재”이자 “승객이 신문고로 찌를 수도 있는” “누구한테 얻
어맞을지 모르는” 위치임을 강조한다.
그가 체감한 두 번째 건강 문제는 바로 천식이다. 호흡기 질환자는 지하철이
나 우체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수 없다. 중학생 때부터 “연례 행사 같
은” 천식의 진단은 병원마다 달랐다. 하지만 “천식 진단을 내린 병원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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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은 아닌데 천식만큼 예민하다”고 한 병원도 있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고장나면 수리할 때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대신하여 시민
들의 승하차를 지도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며, 두 세 시간동안 지하철
의 “먼지를 맞는 일은” 역무원보다 “공익이니까” 하는 일이었다. “열차가 지나
가며” 생긴 먼지는 스크린도어가 고장난 그가 서있는 그 곳으로만 “까맣게 뭉쳐
져” “터져 나온”다. 그 먼지를 “다 맞아야 하고”, “뒤로 돌아 있어도 흡입되는 건
똑같”았다. 호흡기 불건강이 예측되는 작업장에서도 “공익이기에” “마스크를 못
쓰게” 하였다. 천식인 그의 호흡기는 지하철에서 일하며 더 나빠졌지만 병원을
다니기보다 캐모마일 같은 허브티를 마셨다. “연례 행사”인 천식을 치료할 필요
는 못 느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영 생활이라는 단체생활만 하지 않을 뿐, 아픈 남성들
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제도라 평가한다. “근무지에
대한 금지 조건”만 미리 안내할 뿐 대체 복무 중 아프게 되는 일들은 복무지의
기관장과 파견한 병무청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퇴근 후 개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병가가 필요하면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간 근무 시 퇴근 후 병원 치료를 받아도 “몇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다시
살아났다. 이 시기는 관리가 안 됐던 시기라 이야기하는데, 병원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관리하지도 못 하기 때문이다. 아프면 지하철 역사에 있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는 게 다였다. 그는 인터뷰 당시 지하철 구조조정과 무
인역사 확대에 관한 기사를 이야기하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는” “근
로자 개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구조조정과 달리, 지하철 구조조정은 다
르게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안전뿐 아니라 그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
익의 입장까지 확장해 보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게” 될 거 같다며 안타까움
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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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스로 샤워를 시키자”
제대 후 2년간 취업준비를 했다. 제대 후 어깨는 나았지만 손목이 아파 이삼
개월 관리를 받았다. “전역 첫 해여서” 일을 하지 않아, 최대한 치료에 집중하였
다. 일주일에 세 번씩 사회인 야구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의 서사는 사회인 야구
1루수로 활약과 그에 따른 부상이 강조된다. 2012년 6월 처음 시작한 사회인 야
구는 “훈련에 매진하다 보니” 오른쪽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
니 과사용” 때문이다. 야구 타격을 할 때면 “공이 오는 위치에 따라” “오른 손목
이 꺾어”진다. 그렇게 타격할 때 손목이 “조금만 틀어지기 시작하면 주로 댕기
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손목 통증의 집중치료는 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
료이다. 마우스만 잡아도 아프기에 “손목을 주로 썼던 걸 팔 전체로 움직여야”
했다. 컴퓨터로 일할 때 손목 통증으로 일이 더 “안 풀리면” 예민해졌다. 정말
화가 많이 났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하다 눈물이 고이자 바로 닦아 버렸다.
그는 오른쪽 손목과 어깨 통증을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 사회인 야구의 과사
용 때문이라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은 “목과 양쪽 어깨
라인을 따라 쭉 내려오는” 통증인데 반해 오른 손목과 어깨 통증은 “순간적 힘
을 폭발시켜야 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라 이야기한다.
그는 병원에서 받았던 초음파 치료, 전기 치료, 온열 치료 등 물리치료를 응용
하여 집에서 관리하였다. 어깨에 “샤워기의 뜨거운 물”을 계속 쏟거나, 손목에
“뜨거운 수건을 감는” 등 “동네 개인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랑 거의 차이가 없
다”고 말한다. 그때는 매일 하였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불편한 느낌이
오거나 잠기는 느낌이 오는 때” 한다. 당시 “파스로 샤워를 시키자”라는 생각으
로 파스를 정말 많이 붙였고, 나중에는 “붙이는 것도 약하다” 느껴져 에어 파스
를 사용했다.
사회인 야구는 운동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운동 후 서로의 신체 변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병원을 다니며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
해보고 사회인 야구를 하며 알게 된 “운동에 대한 메커니즘”은 만성통증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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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풀어줄 수 있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게 했다. 물론 무료로 강의를 공개
하는 온라인 “대학 강의”에서도 “이 동작이 어디에 괜찮고 뭘 풀어주는지” 알려
주기에, “신체 부위를 뜯어볼”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예를 들어 “깍지를
끼고 팔만 올리는” 스트레칭 동작을 면담자에게 설명한다. 지하철 내 방송되는
스트레칭 영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동작은 “견갑골 기동 범위를 넓혀 주
는” 운동이다. 견갑골은 야구에 있어 “던지는 거 외에도 치는 거에도” 사용된다.
“견갑골의 기동범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그 것으로 데미지”가 올 수 있기
에, “팔을 댕겨주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뿐 아니라 “잔근육도 신경” 써야 한
다고 강조한다.
그는 인터뷰 도중에 일루수로 자신의 기량을 강조하곤 했는데, “짧게 들어오
는 일반적인 공을 받아내는” 다른 내야 수비수와 다르게 일루수는 “멀리서 오는
공을 깊게 치고 들어가 뻗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
겨울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어깨가 아파오자 “당분간 못 볼 거 같다”고 감독님
에게 말하기까지,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1루수 자리를 “자존심으로 지켜” 왔다.

5. “공익이니까 끈기가 없지”
그는 제대 후 2015년 16년 구직활동을 하였다. “국가에서 하는 실업자 연수”
를 첫 해는 경영 분야로, 다음 해는 IT 분야로 받았다. 2017년 6월 IT업에 취업
하였는데, “결국 그 실업자 교육에 대한 빛을” 본 거라 의미화하였다. 첫 직장은
“세 업체가 협력이 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갔는데, 그가 일한 곳은 갑을
병 중 병의 위치였다. 강남의 본사, 분당의 IT 웹퍼블리시 업체, 안양의 산학협
력단 연구소 세 곳을 다니며 일했다. 웹퍼블리시 일은 컴퓨터 설정에 따라 “보
던 게 달라져” “같은 사이즈와 색깔을” 확인해야 하기에 자신의 노트북으로 일
해야 했다. 매일 출근과 퇴근 장소는 달랐고 저녁을 못 먹고 일해도 퇴근 후 집
에 오면 “자정이 넘어” “지하철이 끊기기도” 했다. 시간 외 근무뿐 아니라 작업
자세를 결정하는 작업환경도 그에게 좋지 않았다. 파견나간 회사의 책상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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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앉아 있는 위치보다 조금 높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앉아서 일하는 자
세도 불편해”졌다.
일하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문제였다. 아침 7-8시에 출근하기 위해 5시 반
에 일어나고, 일이 마치면 지하철이 끊기기 직전에 마치기 일쑤였다. 상사에게
“한 시간 늦게 퇴근할 테니, 한 시간만 중간에 비워 달라” 부탁하며 병원에 다녔
다. 병원에서 석회건염 진단을 내리고, “큰 병원에 가보라” 권하였다.
직장 내 다른 일이 “터진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첫 직장생활은 그에
게 좋았던 경험은 아니었다. 직장 문화는 군대와 같았다. “선임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와” 신입 사원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니가 공익이나 나오니까” 그렇다는
평판만 얻었다. 그는 “까라면 까야지 왜 안 까고 버티냐”는 말에 상사에 대한
“업무적으로 오버해 표현하자면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 퇴사 후 자신이 증오
하던 상사의 죽음을 알게 되자,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충격이었죠. 이 사람이 몸 관리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이 한 사람한테 너무나도 많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딱 봐도 얼굴색이 꺼맸거든요, 정말 정말 그냥. 좀 나쁘
게 표현하자면은 정말 폐인에 가깝게, 정말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고. 얼굴 자체가
거무 거뭇거뭇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는 그 사람 정도까지
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동료들도 많고 사수가 있는 곳을 찾으면
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컨디션 몸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길인
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IT는 공부는 계속 할라고는 하는
데 그 제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좀 비교적 쉬운 작업이 있으면 제가 돌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제외를 시켰죠.

상사 자신이 “몸 관리를 안 한 것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주어졌다. “얼굴이 거뭇거뭇할 정도로” 폐인에 가깝게 일하던 상사의 모습과 죽
음은 그에게 IT 산업에 대한 회의감을 주었다. 아무리 IT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
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됐다. 그는 IT
업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 구직 직종을 바꾸었다. 일터의 노동강도와 건강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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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한국 남성들의 “까라면 까야하는” 문화와 공익에 대한 차별은 해외취업이
대안이라 여기게 만들었다.

6. “병원마다 의견이 다르니 혼란스러워요”
정태욱은 첫 직장을 다닐 때 석회건염 진단을 받아 척추통증 전문 2차 의료기
관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1년 전 퇴직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아
버지에게 실비보험을 들어, 병원비 부담은 없었다. 예약을 하고 두 달이 지나자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스
테로이드 주사를 맞자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간다 생각들었다.
“주사액이 들어간 이후 되게 뻑뻑”하다는, “어디 사이 사이에 물이 찼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사를 맞고 불편한 느낌을 상세히 오래 묘사한다. “주사
바늘이 들어간 자리”는 “뼈와 근육 사이”였다. 주사액은 “엄밀히 따지면 이물
질”이다. 자신에게 주입된 주사액이 “원래 이 정도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거리
를 2cm가량 보여주며) 공간만 허용된다면 (원래 보여준 거리보다 두배 더 늘리
며) 이거보다 오버해 들어가”서 그런 거 같다. 정태욱은 주사를 맞을 때마다 “근
육 주변이 죽는 느낌”이 들자, 아픈 데를 “악화시키다 수술 시킬라나?”란 의심
이 들었다. 결국 “병원도 사업을 하는데”라 느껴졌다.
원래대로 한다면 “최초 진단한 데를 가야” 하지만 안 가고 병원들을 “돌게 되
었”다. 그는 6개월 동안 대학병원 급의 1차 의료기관 3곳, 척추와 통증 전문 2차
의료기관 5곳을 “돌며” 두 번의 MRI 검사, MRI 검사 판독 추가 의뢰를 하였다.
MRI 촬영비도 “사오십 만 원 가량” 되고 판독비는 “십 얼마”를 내야 했지만, 수
술을 권하는 병원도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다. “앞선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비스테로이드 주사를 권하는 병원이 더 믿음이 갔고,
그의 부모는 “어깨에 칼 대는 거 아니다”며 수술을 반대했다. 하지만 “수술파의
의견이 오히려 공통점이 있어” “신뢰가 더 갔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이런 걸
로 오시지 말고 동네에서 물리치료나 잘 받으시라” 했지만, 다른 대학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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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와 비슷한 증상의 야구선수를 예로 들며 수술과 재활이라는 임상 경험으
로 그를 설득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하는 사이, 그 대학병원은 “신
생아 4명 집단 사망”이라는 의료 사고로 2017년 12월 3기 상급종합병원34) 지정
이 보류되었다. 수술 병원의 등급 하락은 수술의 의학적 권위와 안정성에 영향
을 주기에, 그는 부모의 설득에 따라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니”, 그는 주사요법조차 왜 그렇게 병원마다 다른
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한다. 한 개인 병원은 “주사를 맞더라도 텀을
길게 가지자”고 하고 한 통증 전문 병원은 주사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자”
한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남발”하는 “너무 막 쓰는” 면 안 된다며, 지금 다니는
병원은 “삼개월 주기로 맞으라” 한다. “근육 재생 주사다”라는 말 외에 어떤 설
명도 안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었다. 수술할지,
어떤 주사를 얼마나 맞아야 할지 병원마다 치료법이 달랐다.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으려 해도, 비용도 병원마다 달랐다. 첫 병원은 십이 만원이었고, 수원의 병원
은 육만원, 인터넷에 유명한 한 병원은 오만원이다. 병원은 “기계의 차이”로 비
용의 차이를 설명할 뿐이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다 처리해주지만”, 나중에 청
구하여 지불받기에 부담스러웠다. 치료 효과와 지불가능성은 매번 숙고의 대상
이 된다.
2017년 11월 석회건염으로 입원 후, “지금 같은 이야기로 벌써 반년이 넘어갔
다.” 그는 “차라리 왜 아픈 건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지만 진단 역시 “부분부
분 비슷하고” “병원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 혼란스럽다. 그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수술이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한다. 물론 “수술 이후가
걱정”으로 취업준비 기간인 지금이 수술의 적기라 생각한다. 여름보다 겨울이
수술 상처를 치유하는데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받을지 아직도 고
민 중이다. 그가 최근 신뢰하는 의사는 아직도 그에게 “지켜봅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34)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3차 의료급여기관을 뜻하며,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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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병원을 다시 가게 되는데 예약을 다시 잡아 놔서, 요거 건은 다시 모르겠
어요. 제가 제 스스로 뭘 해서 풀고 나가야 할지. 지금 같은 심정에는 그냥 제가 다니
고 있는 OO OO에서도 이제는 “수술합시다” 소리를 빨리해주던가. 그러면 수술을 해
줘서 재활하는 기간이 힘들지 언정 이렇게는 안 아플 거 같아요. 지금 저는 왼쪽으로
도 돌아눕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많
이 돌아눕는데. 오른쪽은 완전히 쌩쌩하니까 가도 문제는 없어요. 오른쪽에 비해서 왼
쪽으로 돌아눕는 게 많은데 돌아눕다가 다행히 안 아픈 동작으로 걸리면 좀 자거나 요
즘 같은 경우 덜 느끼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잠이 확 깨요. 진짜. 아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극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통
증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런다고 뭐 이 직전에 손목 건처럼 쉬는 법을 배운 것도 아
니고 좀 많이 답답하죠, 사실.

돌아눕는 것도 힘든 통증이기에 수술을 빨리 하고 싶다. “재활이 길어지면 좋
아할 회사는 한 군데도 없으니” 얼른 수술과 재활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야구
선수들도 수술 후 “구단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전문적으로 재활훈련을 받아
도” 재활을 하다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자신은 수술 후 생계와 재활치료
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두 가지가 제일 걱정”이다.

7. “제 마음을 많이 찍어 누르고 살았죠”
서른이 된 자녀가 오랜 기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며, 특히 만성통증으로 집을
나가지 않는 건 “어느 부모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의 부모는 나이가 있으
니 “아무 거나” “세전 180만원”이면 어디든 일하라한다. 부모가 요구하는 생활
비와 종신보험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개인의 생활비를 합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부모는 눈높이를 안 낮춘다며 그를 탓한다. 그
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자신을 “달갑지” 않아하는 부모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며
한편으로 원망스러웠다. 세 번째 면접 때는 주말에 다녀온 K-move35) 해외취업
35) “K-move”는 2013년 정부 각 부처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해
외취업연수와 알선, 해외취업 장려금 지급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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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 면접을 본 이야기를 하였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몇몇 호텔에 입사
지원서를 냈고, “중간 직업 소개 업체”가 박람회에서 대신 면접을 보았다. 직업
소개업체의 직원은 그에게 “호텔 프론트 데스크는 경쟁력이 너무 세니, 다른 직
군도 지원해 볼” 것과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 다른 나라의 호텔도 소개해주었다.
그는 해외 취업 전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과 예비군 훈련도 빨리 마치는 것이
그의 올해 목표라 이야기했다. 1차 면접에서 30분 가량이 예비군 훈련과 부상이
이야기였지만, 그는 많은 부분 비공개를 원했다.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은 군대
에서 발생한 “부정적” 경험의 구체적인 부분은 “마치 국가기밀”인 양 말하지만,
그 내용은 부상 경험이다. 연구자는 군대 내 부상은 말해서 안 될 경험인가 질
문이 들었다. 예비군 체계는 6년차까지 매년 하루에 8시간씩 3일 현장 훈련을
하며, 그 시기는 개인이 정한다.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남북관계”
의 변화로 32시간 즉 4일 훈련을 나갔다. 그는 올해 훈련을 미룰 수 없었는데,
“해외 취업이 돼서 나간다고 할 때”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훈련 때 총구를
매는 것이 힘들었는데, 예비군 훈련 3일차가 되자 “입안이 헐” 정도로 “피로감
이” 작년보다 더 느껴졌다. 부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총구를 들지 않아도
됐기에, 어깨 통증은 더 심해지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취업 준비, 통증 관리, 수술 병원 물색으로 이어진다. 그에게 아
플 때 위안이 된 것을 물으니 그랬던 건 없다고 이야기한다. 통증은 “지나간 삶
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만, 위안은 사회인 야구, 게임, 인터넷 방송 등 외부적
요인이지 위안을 준 사람은 없었다.

으음. 딱히 없었던 거 같아요. (두 눈이 붉어지며)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많이 아픈
이야기인데, 심적으로 슬픈 이야기. 근데... (눈물을 닦으며) 위안점이 될 거는 없었어
요. 조금 조금 감정이 북받치기는 하네요. 하하. (중략) 사실 제가 많이 좀 제 마음을
많이 찍어 누르고 살았죠. 처음 막 이야기 주제처럼 교통사고 때가 됐든 손목 건이 됐
든 지금 어깨 건이 됐든. 다른 데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을 때 처음 이야기했
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있는데, 그때 잠깐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저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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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내야 하는 건 저니까.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네요. 그게 지금 그 모습을 만들어 낸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표현도 잘 안 했
고.

아픈 성인 자녀가 “집에 손을 벌려서” 용돈이든 병원비를 타서 쓰는 건 “눈치
가 보이는” 일이다. 칠천 원짜리 물리치료라도 지속적 치료를 받으려면 큰 돈이
된다. 부모의 “니가 관리를 잘 했어야지”라는 비난은 아픔이라는 “세분화된” 감
정과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어른들의 경향으로 이해하려 한다. “듣는 사람은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 한다”며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없는 현실
속에, 사회인 야구 모임마저 못 나가니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도 많이 없어”졌
다. 만성통증을 지닌 나의 몸, 그리고 그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
고, 나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마지막 “문제”라 이야기된다.

3절

젠더화된 건강 기대: 말해지지 않는 남성의 만성통증

치료의 서사에서 치료의 불확실성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더 나은 치료를 찾
아다니는 경험이 이야기의 중심 플롯이 된다. 정태욱은 그러한 자신의 질병서사
를 “극복해나갔던 이야기”로 명명한다. 정태욱뿐 아니라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 속 낙인과 곤경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만
성통증을 지닌 남성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연
구참여자 모집과 인터뷰 과정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만성통증을 타인에게 숨겨
야 하며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겼다. 연구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남성들은 참
여하길 꺼려했고, 참여한 남성들조차 자신의 만성통증이라는 건강 문제는 친한
이들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낙인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본 절은 남성들의 통증 말하지 않기를 둘러싼 젠더 동학과 이들의 주변화된
남성성의 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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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살”과 “끈기” 없는 남성
남성의 질병서사에서 사회적 관계 속 낙인과 곤경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주제이다. 정태욱은 연구에 참여한 남성 6명 중 유일하게 만성통증으로 인한 낙
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아픈 남성이 겪는 사회적 곤경은 “공익”이어서 받았던
차별 경험과 얽혀져 이야기된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불합리한 처사도 당해봤고. 직장 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선
임 직원으로부터의 압박? 그게 들어와도 제 권리 침해니까. 바로 레포트 올리면은 그
사람한테 처벌이 들어가고. 그런, 한국은 “그냥 넘어가라”던가 특히나 남자들은 “니가
공익이나 나오니까”그런 식으로. “까라면 까야지 왜 안 까고 버티니? 니가 군미필이어
서 그러는 거야. 니가 공익이나 나와서 그런 거야” 이 거로 가지. [정태욱]

정태욱은 노동자 개인의 권리 침해의 “레포트를 올리면” 잘못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험과 달리, 한국에서는 “까라면 까야지 왜 버티
냐”며 직장 동료와 상사의 훈계에 시달렸다.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식 문화는 한
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고, 이는 노동자 개인의 권리 침해 역시 조직 문화로 수
용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는 자신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군 미
필이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불합리한 사회조직의 문제가 아닌 “까라
면 까야지”라는 군사문화를 경험하지 못 한 사람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정태욱을 포함한 20-30대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10대부터
시작된 만성통증과 척추 질환으로 상근예비역(공익) 판정을 받았다. 만성통증을
지닌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군복무 시기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다. 20대 남
성들은 10대부터 시작된 만성통증과 척추 질환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사
실과 그 시기 통증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군복무 기간 통증 관리에
대해 묻자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아프지 않을까”라며 “군대는 냉정히 판단하기
어려운 곳”이고 “군대 있는 거 자체가 고문(김민재)”이라거나 군대 문화라는 게
좀 그래서 “멀리서 본 듯한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정태욱)”며 이야기

- 206 -

4장 치료의 서사와 투병하는 자아

를 피하였다.
남성들은 면접이 끝나고 녹음기가 꺼지자, 자신이 “제대로 된 군대(이승우)”
가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병역판정 검사는 키와 몸무게, 심신의
질환과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36)하고, 그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는
다. 생애사 인터뷰를 했던 정태욱은 2차 인터뷰에야 군복무 기간 통증 치료와
관리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3차 인터뷰에야 통증을 지닌 몸이 보충역 자원으로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보충역이라는
병역처분 결과 자체가 이미 “결함이 있는 남성”이라는 사회적 판정이라 설명한
다. 정태욱은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을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정
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소위 “빨간 줄 그은
사람”으로 불리는 전과자로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한다. 이승우는 “군대 상근
갔다왔다 하면 남자들 사이에 그게 있어서 그냥 행정병 갔다왔다”며 말한다. 국
가가 인정한 대체복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남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
을 한 사실을 숨기거나 대체복무기간 동안 통증 경험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얼
버무렸다. 남성들은 국가의 병역판정검사결과와 사회복무경험은 신체적으로 강
인하지 못한 남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만성통증과 군복무 경험을 말하지 않
는다.37) 그렇기에 질병서사에서 남성들의 군복무와 통증에 관한 서사는 쉽게 들
36) 신체등급 1-3등급은 보충역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현역병으로, 신체등급 4급은 보충역으
로, 신체등급 5등급은 전쟁시에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전시근로로, 신체
등급 6등급은 병역 면제이다.
37) 현역병 만기제대는 “진짜 사나이”가 되는 사회적 의례라 여겨지지만, 그 예외도 있다.
군대는 그냥 뭐 했어? 이러면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저희는 스나이퍼라고. 방위산업체 하나씩 박혀
있는 (웃음) 스나이퍼라구.” (면접자: (웃음) 왜 스나이퍼라고 말하세요?) 그 특수부대 있는 사람 중에 제
일 멋있는 게 총 멋있게 쏘는 사람. 말을 멋있게... “그 회사가 북한에 공격을 받거나 외세에 공격 받으
면 해결하는 스나이퍼로 들어가 있다”고,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중략) 아... 저는 방산이잖아요.
공익은 다들 가는 20대 초반에 뭔가 국가에서 너의 신체 등급으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경우고. 우리는
가야 할 시점을 지나서, 현역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도 나도 19살 때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때 이미
공익 판정 받은 애들은 군대를 가요. 근데 일이삼급 현역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는 뭐 군대 가기 싫어
요, 군대가 무서워요, 군대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냥 계속 남들이 공부를 하니까. 따라가다 가
다보니 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공계 회사 그렇게 해서 안 간 거를 “아, 공부 잘 해서 안
갔네. 머리 좋아서 안 갔네” 좋게 봐주는 걸로 가지 나쁘게 본 건 없는 거 같고. [조유민]

조유민은 “공부를 잘 했기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하였기에 오히려 군복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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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는다.
질병 서사 속 남성들의 만성통증 숨기기는 첫째, “끈기 없는” 남성이라는 낙
인 경험으로 이야기된다. “끈기 없는” 남성이라는 낙인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
과 그로 인한 대체복무라는 사실에 스며든 젠더 정치를 드러낸다. 징병제 국가
인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는 헤게모니 남성성의 핵심적 자원인 것이다.

사실 야구팀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정말 팀원들끼리 놀려먹고 디스하고
이런 게 너무나도 흔해져 있긴 한데, 간혹 놀려 먹는 거를 백 프로 못 받아들일 때가
“너는 현역이 아니라 공익 라인을 나오니까 끈기가 없어” 막 이렇게. 그것도 같은 연장
선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에서 계속 나온 거 같아요. 그거를 제가 접했던 거고. [정
태욱]

정태욱의 만성통증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회인야구 동료들이다. 야구
시합과 훈련은 몸의 특정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정태욱은 사람들과
부상 예방과 관리에 대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군복무 경험과 결합된
“디스”는 흔한 일이지만, 자신을 “끈기가 없어”라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역이 아니라 공익 라인을 나왔”기에 그렇다는 것은 군복무가 한국사회 헤게
모니 남성성의 자원임을 드러낸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통증을 지닌 몸은 보충
역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보충역으로 군생활을 한 이는 “끈기가 없는” 남성이
라 남성동성사회 내에서 쉽게 이야기된다. 나아가 군복무는 개인의 도덕적 특성
과 결합된 또 다른 낙인을 만들어낸다.
남성들의 만성통증 숨기기는 둘째, 남성의 신체적 아픔을 “엄살”이라는 부르
는 낙인 경험으로 이야기된다.

은 남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조유민은 이공계 대학원을 다녔던 시기 방위산업체에
서 일하였다. 그가 학력과 출신학교를 밝히지 않아도 전문연구요원이 되었다는 것은, 병
역법 37조에 지정된 자연과학대학원이라는 명문대를 다닌 “공부 잘 한” 남성임을 증명한
다. 그의 군대 경력은 남성동성사회에서 숨겨야 할 것이라기보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
지며, 스스로 대체복무를 “방위산업체마다 한 명씩 있는 스나이퍼”라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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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남자, 근데 그런 남자들이 그런 거를 강요받는 거를 꽤
봤던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저 스스로도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강요한 적은 없었는데. 근
데 여자분 들이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를 본 적은 꽤 있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남자가 왜 (웃으며) 그 정도로 엄살 부리냐”라거나. 그런 거가 있지는 않나 생각은 조
금 하죠. [이승우]

아픔은 신체적 강인함과 대척점에 있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승우는 “육
체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남자”로 보여 질 때 “엄살”을 부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은 남성의 신체적 아픔에 대한 “엄살”이라는 해석 가능성
을 높인다. 이승우가 자신의 만성통증을 숨겨야 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헤게모니 남성성은 남성의 강인한 신체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아
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 이야기한다.

예, (아프단 소리를 잘 안 하는) 그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음... 그런 거 같
아요. 그냥 참고 마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찮다 라
기 보다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잠시 침묵)
[김민재]
(7초간 침묵) 그... 맨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파도 막 티 안 내고 괜찮다고 이
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있었던 거 같은데. 버거웠던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 것 때문에... (잠시 침묵) 아 이거 내가 불편해라고. 아마 제 성격상 그랬
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막 그냥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 하고. 좀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 같아요. [이승우]

질병 서사에서 남성들은 아파도 통증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 명명한다. 김민재는 “아프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귀찮기”보다 통증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는 게 “당연”하다 여기기 때
문이다. 이승우 역시 “아파도 티 안 내고 괜찮다”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맨박스라 지목한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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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압력을 행사하는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행동을 규정한다. 통증이라는
몸의 감각을 “별 거 아니라” 여기며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행동이며 문화적 압력을 드러낸다.
강인함, 인내, 금기와 같은 남성적 속성들과 통증 표현은 불일치하기에, 통증 표
현은 남성 정체성의 도전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질병 서사 속 남성의 통증은 신
체적 강인함, 건강함, 인내라는 헤게모니 남성성의 위반으로 표현되며, 통증 표
현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압력을 드러낸다.
한 남성은 인터뷰 도중 자신의 만성통증 증상을 “통증”이라기보다 “불편함”
이라 명명한다.

그쵸. 그니까 음... (잠시 침묵) 통증보다는 불편함이 좀 더 큰 거 같아요. 시큰거리고
욱신거리고. 막 끊어지듯이 계속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 아픈데. 그
런 거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
라서... 저는 남학교를 나왔는데.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배트를 맞더라도 (웃음) 맞더라
도 누구는 죽는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누구는 참는 거고. 그런 이제... 통증 수
준이라는 게... 나랑 다른 사람이랑 다른데. 저는 통각 수치가 조금 역치가 높은 거 같
아요. 그래가지고 통증을 견뎌내는 힘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거
든요. 그래서... 통증보다는 불편함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는 통증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통증 이런 거보다는 불편함, 거
슬림. 약간 그런 걸로 일상의 방해가 될 정도의 불편함이나 그런 거는 대면해야죠. 어
떻게든 그걸 나아지게 하는 걸로 노력을 하죠. 통증이라는 말보다 불편함이나 거슬림
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 같아요. 재활은 그 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덜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죠. [이승우]

이승우는 “시큰거리고 욱신거리고 끊어질 듯 계속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인데, 통증이라는 의학적 용어보다 “불편함”이라 정의한다. 그는 9년 전
종아리 파열로 수술하였고 7년간 어깨와 손목 통증을 지닌 채 살고 있다. 통증
은 측정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자가보고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이승우는 남자
고등학교의 체벌을 예로 들며, “똑같이 배트로 맞더라도 누구는 죽는다 고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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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소리 지르고 누구는 참는 거”인 것처럼 통증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야
기한다. 자신은 “통각 수치가 높아 통증을 견디는 수치가 높”기에, 자신의 아픔
은 통증이라기보다 “불편함”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해석은 통증을 “잘 느끼는”
“예민한” 사람, “엄살” 부리는 남성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함이다. 통증을 “여
성의 질환”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남성들은 통증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정의와
거리 두며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다른 언어를 구한다(Gremyr, 2018: 537). 이승
우의 “불편함”이라는 통증 명명은 남성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인 것이다.
남성의 만성통증 숨기기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알려서 안 되는 것
으로 이야기된다.

그냥 주변 사람한테 아프다고 해서 뭐 이야기될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
고. 뭐 아픈 것도 자랑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안 하죠. (중략) 어 그거는 제가 이제 물
어보지는 않았어요. “니 손목 아프나?” 물어보지는. 말할 사람은 딱히 없잖아요. 말하
면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는 보통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면접자: 왜 서로 아픈 거 잘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친구들끼리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손목 아픈 거 아프다고 말한다
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손목 아프다면 뭐 그런 거. [김민재]
왠지 그런 이야기하면 약해 보이까. 뭐 무의식 간에 약해보인다고 할까요? (잠시 침
묵)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느낌이어서 잘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
할 때도 굳이. 그래서 더욱 더 그런 거 같은데. 40대 친구들 보면 그런 거 같은데 “어
디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실려 갔다.”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니?” 보통 이러면 “몰라. 갑
자기 병원 갔더니 검진 받아서 그렇게 됐다더라.” 기본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때 뭔가
아프다거나 약해서 안 한다는 이미지는 안 생기고 싶으니까. 굳이 건강에 대해서는 하
는 이야기는 결국 나오는 건 약간 그냥... 성적인 이야기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 같고.
그냥 전반적인 general hospital 같은 경우는 다리, 크게 “교통사고 당했네.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졌네”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뭐 “어디 심장이 안 좋다더
라 고혈압이라더다”라 이런 이야기는 판정받아야 이야기하지. [조유민]

통증과 신체적 아픔은 친구 사이 대화 주제가 될 수 없는데, 김민재는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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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통증이 “자랑이 아니”라 말한다. 그는 주변에 통증을 지닌 이들이 있겠지
만, “손목 아프냐?”고 물어본 적은 없었다. 조유민은 40대 남성으로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배우자와만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질병과 건강
은 남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라 설명한다. 주식, 자동차, 스포츠,
자녀가 주된 대화 주제이며, 건강이나 질병은 “전반적인” 건강보다 “성적인 쪽
으로만” 이야기한다. 조유민은 아프다는 경험을 나누는 것은 “약하다”는 이미지
가 자신에게 덧씌워지기에 피한다고 말한다. 만성통증은 신체적 강인함과 독립
성의 부족이라 이해되기 때문이다. 통증, 질병, 신체적 아픔은 남성들에게 자아
와 결합된 부정적 속성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기에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도 모두 자신의 통증을 동료나 친구인 다른 남성들과 말
한 경험이 없어, “누가 아픈지 모르고” “자신의 통증이 알려져서 안 되기” 때문
에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남성들의 만성통증 숨기기 전략은 만성통증과 질병으로 이들의 남성성이 주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만성통증으로 남자답지 않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
들의 전략이다. 남성적 자아는 강인하고 건강한 몸이라는 신체성에서 나온다는
헤게모니 남성성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이를 문제시하지 않
는 것이다. 그 결과, 남성들의 만성통증으로 인한 낙인, 군복무 시기 만성통증에
관한 서사들은 회피되거나 선택적으로 삭제된,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2. 주변화된 남성성의 협상
남성들의 질병서사는 만성통증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을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
게 남성적 자아를 협상/봉합하는가를 보여준다. 여성들의 질병서사에서 사회문
화적 기대를 어떻게 협상하는가는 자신의 통증 관리에 핵심 문제로 대두되지만,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사회문화적 기대에 관한 협상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
는다. 그러나 이들의 질병서사는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이 자신의 남성성을 위협
했던 경험뿐 아니라 건강한 남성의 신체를 기반하는 헤게모니 남성성의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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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는다.

요즘에 한참 시끄럽잖아요. 점점 더 남혐 대 여혐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거고. 종
합을 해보니, 거기서 나온 거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남자들끼리도 이제 현역 출신이냐
보충역 출신이냐를 두고 봤을 때, 현역 출신들의 대다수가 보충역을 볼 때는 ‘나는 들
어가서 이년동안 온갖 일을 다 당하고 왔는데, 쟤네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출퇴근했잖
아’ 그거부터 이제 차별을 갖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데. 여성들을 바라볼 때 더 변질이 되가는 거죠. 남자가 바라보는 여성은, 공격을 하는
요소가 뭐냐면 여군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높은 거를
지원을 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선택을
해서 간 여군들은 물론 상관들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그리고 불합리한 부당한 일도
많았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여군도 많았고, 성적인 침해를 받아서. 근데 남자 집단에
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보다 계급도 높아 너네는 명령만 내리고 같이 일도 안 해. 그
런다고 너네가 사병을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공익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혐을 느끼는 그 집단이 그런 취지로 공격을 하는 거 같아요. 그게 회사 집단 내
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이 현대에 접어들고 나서
차별이 심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권리가 안 좋았고. 그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남성들끼리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거를 베이스로 깔아 놓고. [정태욱]

남성들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으로 자신의 남성성이 위협되며 주변화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한국 사회 헤게모니 남성성의 작동 방식을 포착한다. 정태욱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공익
인 남성을 2등 시민으로 대하는 남성 사이 젠더 정치는 현재 여성혐오와 연결된
다고 진단한다. 정태욱은 장애, 질병을 이유로 대체 복무한 남성들과 여성에 대
한 공격은 한국 사회 성차별을 유지하는 기제라 주장한다. 특히 남성적 기대로
행사되는 압력과 요구의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아픈 남성의 육체적 경험은 자신
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데 핵심이며, 또한 남자다움이라는 젠더화된 기대와
신체의 한계 사이 간극을 인식하는 장이다. 진정한 남성성은 건강한 남성의 몸
에서 나온다고 여겨지기에, 자신에게 요구되는 남성적 이상들에 질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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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개인을 넘어 타자와 사회로 확장되곤 한다.
이들은 만성통증을 지닌 남성에게 기대되는 남성적 이상과 억압은 부당하지
만, 헤게모니 남성성에 맞선 자아의 협상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다. 질병서
사에서 이러한 젠더 갈등은 사회 문제로만 규정될 뿐이다. 주변화된 남성성과
남성적 자아의 협상은 이승우와 송범근의 질병서사에서만 이야기된다.
이승우는 자신의 통증이 악화되고 만성화된 이유로 헤게모니 남성성을 지목
하며, 헤게모니 남성성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개선한다. 이승우에게 스
포츠라는 남성의 신체적 움직임과 승부라는 경쟁은 헤게모니 남성성을 획득하
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정태욱과 이승우, 김민재의 서사에서 계급적 박탈은 그
들의 분투에 핵심으로 작동한다. 이승우는 중학생 때부터 어려워진 “가정 사정”
으로 “도피처”로 농구를 시작했다. 그는 통증에도 운동을 계속 했던 이유를 스
스로에게 질문했다. 이승우는 청소년기 농구 등 운동에 과하게 몰입한 자신을
돌아보며,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센
척”하는 모습들을 돌아본다. 뛰어난 스포츠 기량은 그의 남성적 자아를 증명하
는 수단이었지만 부상과 만성통증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승우는 일상
속에 행사되는 압력과 요구들을 “맨박스”라 명명하며, 매일의 경험을 구성하는
권력 관계를 질문하며 헤게모니 남성성을 문제시한다. 그는 청소년기나 청년기
라는 생애 초반에 발병한 만성통증으로 자신이 당연시 여겼던 남성적 기대와
자아의 협상을 시도한다. 이는 만성통증을 지닌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
와 요구에 대한 저항이지, 헤게모니 남성성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 흔히 속된 말로 센 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거죠. 나는 남자니까 무거운
거 들어주고, 나는 남자니까 배려를 해주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 박스에 제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인
지는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남성성 같은 거여서 그런 걸 내가 인지하면서 내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어... 무거운 거를 들어준다
거나. 그 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라는 거죠. 그래서 강요를 받거나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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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거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지 하는 거지. 내가 하지 뭐 이런 거. 근
데 관찰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남성성 같은 거에 대한 동경이나 남성성 같은 거
에 대한 이제 도취? 약간 이런 게 있는 타입인 거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잠시
침묵) [이승우]

이승우는 헤게모니 남성성는 부당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는
“아파도 티 안 내고 괜찮다” 말해야 하는 맨박스는 부당하지만, 스스로 헤게모
니 남성성에 대한 “동경”과 “도취”가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강인함과 독립성을 강요하는 헤게모니 남성성은 문제라 여기지만, 자아 감각에
있어 헤게모니 남성성에 의존한다. 그는 “남자니까” 여성 대신 무거운 짐을 드
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할 줄 아는 행위이며 이는 인간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 남자다움으로 정의된다. 그는 지배와 공격성으로 정의된 남성성에 거리를
두며 배려심 있고 좋은 매너를 겸비한 남성성을 추구해야 할 남성성이라 이야
기한다. 만성통증은 그에게 아픈 몸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개인적 자질을 북돋아
주었는데,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의
헤게모니 남성성의 개선 시도는 자신의 남성적 자아에 부착된 가부장적 배당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젠더 구조와 관계 내부에 배태된 실익을 따지
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헤게모니 남성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송범근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상적인 남성적 기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
안의 헤게모니 남성성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 농담이 뭔가 남자다움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자 후배들에
게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했을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 거였지. 근데 이제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이렇게 몸이 아파보고 절대 불가항력의 절대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중략) 어ㅡ 그냥 안타까움이죠.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화라고 보기 그런데 예전에
마초.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 강권하는 거 있잖아요. 일종
에 그것도 폭력인데 그런 거에 민감하지 못 했고. 그런 부분에 인정받고 싶었던. 근데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치기거든요. 치기고 그냥 몸을 막 쓰는 것이 막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가는 이런 그런 것에 대한 회한이죠. 지금도 기회를 준다면 훨씬 더 멋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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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균형 잡는 멋있는 방법으로 추하지 않게 그 나이를 보냈을 텐데. 그 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뚜렷한 거짓에 거짓이라는 걸 말할 수 있
는 용기만이 중요한 시절이었죠. [송범근]

송범근은 50대 남성인데 386이라 불리는 자신의 대학시절은 사회 부정의에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만이 중요한 시절”이었고, 몸을 과도하게 쓰는 것을 “고
뇌하는 지식인”의 상처럼 여겨졌다. 지나고 보니 알콜 분해를 못 하는 자신이
“오바이트하고 마시던” 대학문화에서 자유롭지 못 했지만, 통증은 자신에게 “균
형자” 역할을 하였다고 규정한다. 당시 남성들이 “남자다움으로 포장하여” 여성
들에게 했던 성적 폭언들은 자신과 자기 세대의 남성들이 지닌 “마초”의 모습들
을 깨닫게 하였다. 송범근은 헤게모니 남성성에 대한 일상적 저항은 자신의 마
초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며 내 안의 “언니”같은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송범근
에게 통증은 남성동성문화에서 통용되는 문화들을 거부하며 약자를 짓밟는 방
식의 성공에 대해 질문하게 하며, 섬세함, 표현력, 돌봄과 같은 여성적 가치를
배운 지혜로 명명된다.
육체적 강인함을 강조하는 헤게모니 남성성 규범은 통증이라는 신체적 고통
을 경험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표현하고 해석하고자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남성들이 합리적이고 강인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문화적 기대는
만성통증이라는 고통을 통해 재사고된다. 이승우와 송범근은 만성통증의 경험
을 통해서 부드러움과 배려라는 덕목을 배웠음을 강조하지만, 송범근은 자신의
삶에서 헤게모니 남성성이라는 기준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실천 전략을 짤 것을
강조한다. 송범근의 헤게모니 남성성 거부와 이승우의 헤게모니 남성성 개선38)
은 아픈 남성들이 헤게모니 남성성과 자아를 재정의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38) 게르쉬크와 밀러(Gerschick and Miller, 1994)는 장애 남성들의 주변화된 남성성 협상을 의
존, 개선, 거부라는 “Three ‘R’ Framework”을 제안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남성들의 주변
화와 낙인화 과정에서, 이들 남성이 채택하는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세가지 전략
들은 의존(reliance, 헤게모니 남성성의 특정한 속성의 적용, 혹은 과도한 적용), 개선
(reoformation, 스스로 헤게모니 남성성를 재정의하기), 거부(rejection, 그들 삶에서 헤게모
니 기준의 거부 혹은 스스로 원칙과 실천의 창조)이다. 이들 전략은 신체적 장에애 남성들
의 대응을 설명하며 발전되었으며, 이들 전략은 때론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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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는 걸 보여준다.
남성들의 질병 서사에서 주변화된 남성성과 남성적 자아의 협상은 좀처럼 이
야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태욱의 질병 서사는 재활적 에토스를 지닌 한 남성
이 만성통증이라는 상황과 분투하며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는가라는 남성적 자
아로 이야기된다.

아우 어떻게 보면 저는 극복을 해나가던 이야기들이 위주인데... 강화운동으로 이겨
냈던 거 같아요. (중략) 사실 제가 많이 좀 제 마음을 많이 찍어 누르고 살았죠. 처음
막 이야기 주제처럼 교통사고 때가 됐든 손목 건이 됐든 지금 어깨 건이 됐든. 다른 데
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을 때 처음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있는
데, 그때 잠깐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 저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겨내야 하는 건 저니까. 그 생각
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네요. 그게 지금 그 모습
을 만들어 낸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표현도 잘 안 했고. 심지어 저는 집에서도 그러기
는 한데. [정태욱]

정태욱은 자신의 질병서사가 “극복을 해나갔던 이야기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이는 통증을 치료하고 관리하여 신체적 곤란을 극복하여 헤게모니적 기준을 충
족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어깨 통증, 손목 통증, 허리 통증이 각각
문제로 대두될 때, 때로는 일 년간 매일 저녁에 세 시간 운동을 하며 운동에 매
진하고, 때로는 의료진의 권고대로 치료라는 전투에 임하며, 때로는 집을 헬스
장처럼 만들고 사무실로 만들며 만성통증이라는 전투에 임했다. 그는 지금까지
통증을 극복해나갔지만, 현재 병원마다 진단법과 치료법이 달라 극복할 수 있을
지 염려한다. 여성들의 통증 서사는 만성통증의 원인과 관리의 혼돈이 이야기되
지만, 정태욱은 어떻게 자신이 재활적 에토스로 무장하여 합리적으로 치료를 선
택하고 통증 관리하였는가로 수렴된다. 그에게 통증이 없는 몸, 건강한 몸이 되
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남성성 감각을 재건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제시
된다. 신체적 상태를 전쟁으로 바라보며 “남자처럼 싸우는” 재활적 에토스
(rehabilitative ethos)39)는 정태욱의 서사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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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의 질병 서사에서도 드러나는 치료에 전념하는 자기 통제와 치료 선택
의 합리성은 다른 남성들의 서사에도 보고된다. 자기 통제와 합리성은 남성성의
지배적 규범이기에, 남성들의 질병 서사에서 자아는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제
약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합리적 남성으로 재현된다. 노르웨이 재활
병원의 남성들의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연구한 알센(Ahlsen, 2014)은 만성통증이
라는 “자아의 상실과 통제의 상실과 같은 인간의 고통”이 이들의 서사의 중심에
놓이며 “합리적이고 자기통제적 남성성(2014: 1771)”이 이들의 서사에서 주장되
는 숨은 이유는 바로 헤게모니 남성성 때문이라 분석한다. 서구 문화에서 자기
통제와 합리성은 남성성의 지배적 규범이다. 만성통증이 야기하는 감정적 곤경
에서도 자기 통제를 실행하라는 문화적 기대들이 남성들의 질병 서사에 투영된
것이다.
질병 서사에서 주변화된 남성성 수용과 남성적 자아의 협상은 좀처럼 포착되
지 않는 의제이다. 남성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젠더화된 기대, 신체적 강인함
에 근거한 헤게모니 남성성은 문제라 이야기되지만, 헤게모니 남성성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저항한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만성통증이라는 신
체적 곤경에 합리적이며 자기 통제를 실현하는 남성적 자아로 상연되기에, 이들
의 주변화된 남성성 협상은 면밀히 살펴야 그 균열이 드러난다.

4절

치료 실천과 관련된 문제들

치료의 서사는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서 자신의 통증이 치료가능한 질병이 되길 간구하며 노력하는 여
39) 윌슨(Wilson, 2004)은 1940년대와 1950년대 미국에서 폴리오/소아마비로 손상된 남성들의
글을 분석했다. 이 시기는 남성성은 냉전과 집산주의 대중 사회collectivist mass society라
는 사회적 조건은 헤게모니 남성성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당대 장애 남성들은 사회적 가
치와 기대에 기반하여 남성성을 구성하는데, 이들의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신체적 상황
에 반하여 남자처럼 싸우는 전쟁 수행으로 묘사된다. 윌슨은 이들의 글쓰기에서 남성들이
장애와 싸움을 지속하는 새로운 남성성의 이미지로 재활적 에토스rehabilitative ethos를 제
시한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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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주된 플롯이다. 박은진과 정태욱을 제외한 이들의 질병서사는 의료적 불확
실성을 경험하며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을 떠나 가족과 공동체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치유한 경험들이 함께 이야기된다.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
은 이들이 병원 치료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비합리적 행위로 만
든다. 이와 대조되게, 박은진과 정태욱의 질병서사는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
서의 치료 경험만이 이야기된다. 박은진과 정태욱은 첫째, 치료 경험과 여전히
낫지 않는 나, 둘째, 합리적 의료소비자로 치료의 서사 속 인과성을 부여하고 서
사적 긴장을 풀어나간다. 본 절은 치료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치료 공간과 관련
된 문제들과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질병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이들의 치료/치유
경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실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속하는 믿음
치료의 서사에서 화자는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서 의료적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아픈 나
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은진은 병원을 다녀도 “계속 아플 거”라 예측하지만 의
료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병원의 단기 도움도 있지만 일시적인. 너무 아플 때는 그렇게 틀어졌을 때는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거고. 다시 틀어질 확률이 많은 게 이미 그 쪽 근육이 약해졌거
든. 또 다시 뭐가 충격이 왔을 때 그 때보다 훨씬 더 자주 쉽게 갈 수 있어서 그걸 맞
춰져야 하는. [박은진]

“너무 아플 때”는 의료진의 “단기 도움”으로 “일시적인” 효과라도 보아야 몸
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욱 역시 자신의 통증을 치료해줄 의료전
문가를 찾는 여정으로 이야기한다.
치료의 서사는 끊임없이 병원 치료를 받으려 노력하였지만 질병을 “극복”하
지도 치료에 “성공”하지 못 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은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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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여전히 아픈 나’라는 질병 서사를 가진 참여자들은 다른 질병과 다른 만성
통증만의 특성에서 그 인과성을 만들어낸다. 열감, 기침, 종양, 설사 등 증상을
동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가 없이 환자의 자가 보고에 의해 발
견될 수 있는 질병이면서, “생활방식”을 바꿔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
지가 강조된다. 그렇기에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아플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에 병원비가 포함되”었다는 박은진의 표현은 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기 치료”와 “일시적 도움”이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완치”되지 않는다는 것
을 알아도 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정태욱은 “주치의”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분지어 표현함으로서, 보건의료
의 전문가 영역에서 의료적 만남의 곤경을 표현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병원을 다닐지 고민하고,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통증을 언제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어려움을 겪는다. 경합하는 질병이기에 다양
한 병원을 다니며 어떤 치료를 받을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이다.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니 실질적인 치료도 되게 늦었죠. 중간에 주사만 몇 번
더 맞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개인 병원을 가면은 “주사를 맞더라도 텀을 길게 가
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큰 병원을 가면 수원 OOO 병원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아
요, 스테로이드를. 이 사람 뭐지? 막 쓰는 거예요. 남발해요, 남발. 먼저 말씀드렸지만
개인병원 가서 이야기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금 제가 가는 OO병원도 “삼 개월
주기로 맞으시라” 하시죠. 병원은 (주사에 대한 설명) 그게 없었어요. “스테로이드입니
다” 땡. 거기에 주사 하나가 더 얹어지면 “얘는 스테로이드인데 얘는 근육 재생주사입
니다” 요즘에 특히나 뭐라 해야 하나? 특화 병원들 많잖아요. 진료 전에 하는 게 뭐냐
면 실비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요. 실비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주사를 하나 선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택권을 안 주는 거죠. [정태욱]

정태욱은 어깨 통증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려 할 때도, 어느 병원에서 어
떤 주사를 어느 기간 동안 맞을 것인가를 둘러싼 고민들을 그 예로 든다. 경합
하는 질병이며, 만성통증클리닉이라는 보건의료시장의 혼란 때문인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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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사들과 주치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실력과 신뢰가 있는 의사를 찾고픈 그의 행위 지향을 드러낸다. 환자임에
도 이중 삼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곤경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주치의”는 자신의 통증의 발병과 전개 그리고 치료 역사를 이해하기에 자신의
통증을 설명할 필요를 만들지 않음,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법을 의심하며 다른
치료정보를 구할 필요도 업게 한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법으로 인
한 혼란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치료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문제임을 설명하였다.
치료의 서사는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 속에도 병원 치료를 고수하
며, 당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였지만
여전히 아픈 나, 그러한 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치유의 서사에서 정태
욱과 박은진은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에도 보건의료전문가 영역의
치료를 고수하는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 속한 의료
진들은 이미 법적, 제도적, 과학적 권위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두 명의 질병서사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라 여기는 전문가 영역을 떠나게 되었는가를 구체적 경험을 근거로 설명한다.
이들은 병원이라는 전문가 영역의 치료 실천들에서 멀어지며 보건의료의 다양
한 영역들을 오갔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통증이 병리적인 것이라 인식되면 이들
은 병원을 찾아간다. 병원에서 자신의 신체적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고 치료로
고통을 없애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좌절되었던 경험은 생생히 묘사된다.

“얼마나 맞아야 되요?” 하면 “안 아플 때까지 맞으래.” 안 아픈 게 뭔지 알 수가 있
나?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세네 번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할게요” 하면 그나마 세네 번은 맞아야 하니까 그때까지 가야지 하게 되는데, “안 아플
때까지 오세요” 하면 안 가. 누가 나한테 정해주면 좋지. “여기까지 아프면 안 되는 거
야.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이 통증이 레벨 몇까지 떨어져야 그래도 정상인 거야”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어우, 어깨가 왜 이래요?” 이
러면 움추려 들고 사람이. “팔이 왜 이래요?” 하면 움추려 들고. 그런데 안 아플 때까
지 오래. 내가 내 통증에 자신이 없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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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안 아플 때까지 오라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야? 뭐 하러 이렇게 돈만 쓰고 다니
냐 생각이 들죠. [문미라]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가도 그렇게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통
증만 가라앉히는 느낌이라서. 어 이것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어차피 돈 내지
말고 집에서 치료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물리치료 했던 것들과 유사하게 이렇게 마사
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홍혜지]
제일 그런 게 의사들이 쉬어야 한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는 그거는 (웃음) 차
라리 요양원 가라고 하는 게 낫는 거 같아요. 요양하러 가라고 차라리 입원하라고 하
던지. 그래야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들이
“육아를 지금 하고 있냐?”(웃음) 그거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부터 물어본
다음에 “뭐 쉴 수 있는 상황이면 쉬어야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쉬어야 한다. 무리하
지마라 쓰면 안 된다.” 특히 직장생활 하는데 “손목이 안 좋아. 근데 손목을 쓰면 안
된다.” 그것도 쉬라는 이야긴데 그거를 끊어주던지. 이 사람은 쉬어야 하니까 무조건
쉬어야 한다. 우리가 원할 때 그걸 해주고. 그것도 안 끊어주면서. 그런 게 말이 안 되
는 거죠. [이은미]

의료적 만남에서의 불만 이야기들은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에 기
인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 보건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몸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문미라는 자신이 투자한 돈과 시간으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의사에게 물어보지만, 의사는 “안 아플 때까지”라 답한다.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만성 통증이기에, 의사의 이러한 답변은 문
미라의 분노를 자아냈다. 홍혜지는 병원 치료가 “일시적으로 통증만 가라앉히는
느낌”이고 근본적으로 “나아진다는 느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시적이
라도 통증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병원과 “유사하게” 집에서 관리하기 시
작한다. 홍혜지의 서사에서처럼, 가정용 의료기기 성장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
이 더 이상 아픈 몸을 끌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병원과 “유사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은미는 의료진이 “쉬어야 한다” 말할 뿐,
환자의 노동환경이나 휴식을 위한 조치를 고려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에 분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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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통증의 비가시성과 객관적 지표로 측정불가능성은 환자 개인의 자가
보고로,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이야기해야 한다. 의료적 예측이 불확실
한 상황은 의료진마저도 자신의 치료 효과를 환자에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의료적 만남에서 불만과 그로 인한 전문가 영역 치료에 대한 불신은 보
건의료전문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정태욱이 최근 6개월간 8개 병원에서 어깨
통증의 각기 다른 원인과 치료법으로 갈등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의료적 불확
실성은 만성통증의 경합하는 질병으로 특징을 보여준다. 여전히 질병 원인과 치
료법이 논쟁 속에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치료법이 자신의 만성
통증을 깨끗이 없애주기를 바라며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질병 서사에서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은 아픈 이들이 전문가 영역
의 치료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얼
마나 아팠는지, 이 통증이 치료해야하는 병리적인 것이라는 판단은 무엇이었는
지, 그래서 어떤 병원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의료진에게 자신의 몸을 설명하
여도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 했는지, 다음 병원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병원치료를 “끊게” 되었는지, 민간 영역의 치유 실천은 어떠
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 경험과 함께 이야기된다. 이는 개인에게 병원을
가는 행위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진단하고 치료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가 어긋나면 병원에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사용
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여겨진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신체적(혹은 정신적) 고통이 의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
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보건의료제도라는 사회적 실천이자 과정으로 제도화되
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병원 치료를 타로점에 빗대어 설명한다.

별로 효과를 못 느껴서. 그리고 그게 뭐 나중에 효과가 올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조금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냥 여기 안 가도 되겠다 싶
어서 안 갔어요. 근데 저는 병원을 별로 엄청 믿는 (웃음) 편이 아니라 가지고. 약간 그
타로 믿으세요? (면접자: 네. 단골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안 믿거든요. 그리고 사
실 저한테 엄청 믿음을 준 타로집도 없구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의원 가면 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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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오히려 저는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어요. 병원에 돈을 투자하느니 마사지를 받아서 지금 당장 내가 시원하겠
다. [장슬기]

장슬기는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자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마
사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서사에서 만성통증 치료는 타로점이라는 주술로
비유되는데, 이는 치유 실천도 종교나 주술과 같은 특정한 믿음에 근거함을 보
여준다. 의료전문가가 나의 아픔의 원인을 발견해 줄 것이고 치료해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치료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사람들은 치유 실천을 시작한다. 믿
음은 종교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다. 의료인류학자 굿
(2010 [1994])은 믿음(belief)이 의료적 영역에서도 치유의 조건이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 충성심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현대적 믿음은 대
상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며 그 역사적 변화를 추적한다. 치료하면
아픈 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초월적 존재인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
로 규정되는 종교적 믿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치료하는 존재인 의료진에
대한 믿음은 충성이 아닌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병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 하는 의료적 만남이 늘어나면, 치료 행위의 전제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아픔, 병리적 상태가 치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병원과 멀어지는 과정에 관한 서사들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나의 만성통증은 병원을 간다
해도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음을 강조하게 된다.40)
따라서 치유에 관한 질병 서사는 치유 실천을 둘러싼 믿음과 합리성의 문제
를 제기한다.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 의학의 시선으로 설명되고 의료적 과정으로
치료될 거라 믿기에 병원에 내원한다. 그러나 진단과 치료의 불확실성은 이들에
40) 이러한 해석은 아직 자신의 만성통증이 경증이라 여기기에 가능하다. 리버스(Rivers,
2005[1924])는 에디스톤 섬이나 멜라네시아 현지조사를 통해 원시 의술에 주목하며 의료,
주술, 종교를 논하며, 경증이라 여겨지는 잔병(minor aiments)을 지닌 이들은 생명에 위협
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신의 질환은 의료진이나 주술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 여긴다(2005[19 24]: 29-30)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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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이상 치료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행위라 여기게
만들었다. 만성통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은 의료전문가들에게 오랫동
안 문제 환자로 지목되었다. 의료진의 충고를 충실히 따르지 않아 만성질환이
더 악화시킨 환자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유에 관한 서사는 과연 환자
의 입장에서 무엇이 보다 합리적인 행위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자신들이
병원을 멀리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설명하며, 시간과 돈을 투자하더
라도 치료되지 않는다면 다른 치유를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강조한다.
그들이 병원과 멀어진 이유는 나름의 내적 논리성에 기반한 것이며, 치유와 믿
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답을 내린 것이다.

2. 합리적 의료소비자로서 자기 규정
치료의 서사에서 정태욱과 박은진은 만성통증의 치료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 소비자가 되어 치료를 지속했던 경험들을 강조한다. 여기서 만성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치료비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는 이들에
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통증 병원이 성장하며 제공된 다양한 치료41)
를 비교하며 이용한 박은진과 정태욱은 “실비보험42)”을 의료 서비스 접근에 중
요한 자원으로 묘사한다. 정태욱은 치료를 계속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실비보험
의 보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설득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한다.

제가 그거는 꾸준히 제시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시점에는 입원에 대한

41) 통증 의학과의 확대, 한의학 내 통증 전문 병원의 성장,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 만
성통증의 의학적 진단, 의학적 개입, 의학적 치료법의 변화라는 만성통증에 관한 보건의
료제도들, 마사지와 기치료 등 대체요법 시장과 안마기, 전기자극기, 찜질기, 부항기 등 가
정용 의료기기 시장 성장 등 통증을 지닌 이들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치유법은 질병 경험
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만성통증 치료 시스템은 경합하는 질병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는 이들의 질병서사에 투영된다.
42) 실비보험은 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실제 보장해
주는 민간 보험을 일컬으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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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만 있었지 통원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면접자: 아 어렸을 때 보험)
네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젊으실 시절에 30대 좀 더 있어도 40대 정도는 보험을 가입
을 한다 해도 입원부터 4일차부터 1일 금액 이렇게들 많았지, 통원에 대한 보장이 없
었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대학생 거기 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났었
고 식중독였던 거 같은데. 그때도 보장을 못 받으니까. 집에 와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
갈지 모르겠지만, 하자하자했는데 그 때는 안 했지만. 보험설계사로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일을 이직을 하셨고 시작하고 나서 가입을 했죠. 하니까 실제 OO병원 입원했을
때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병원 갔던 거는 사실 청구 안 했어요, 솔직히. 보험회사가
우리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게 그런데서 체감을 하죠. 왜냐면 그런 게 쌓이면 일년주기
갱신이거든요. 갱신된 금액이 올라가요. (면접자: 아,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시고.) 비싸게
나가도 해결이 되는 선이면 일부러 청구 안 해버리고. (면접자: 보험료 인상이랑 조사
때문에.) 네네. 그 삼일건만 해도 청구됐던 게 백만원대 중후반? 거의 그랬으니까. 80
퍼센트를 받은 게 백이십만원대였으니까. 삼일동안 들어간 게 엄청났다는 거죠. 저 같
은 경우는 실비 내는 금액도 스타트 금액이 적어요. 신체적으로 잡혔던 게 없었으니까.
그게 잡히면 더 뛰는 거죠. 지금 9300원이거든요. 한 번 갱신 전 8000 얼마였나? (면
접자: OO병원만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네 우선은 참고는 있죠. 대신 할부를 쓰죠. 병
원에서 무이자 할부가 있으니까. 할부가 허용되는 만큼 최대한 끊어 놓으면은, 어쨌든
총금액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은 덜하니까요. [정태욱]

정태욱은 대학생일 때는 대학의 보건소를 이용하여서 통증 치료에 있어 경제
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병원
을 이용하자 의료비 문제는 체감되었다. 통증 전문 한방 병원의 치료비는 “비현
실적으로 비싸” 그가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 여겨지지 않았기에, 그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병원을 옮긴다. 취업준비생인 자신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자, 부모를 설득해 실비보험을 가입했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한국
의 공적 의료보험은 1977년 직장건강보험 도입, 1988년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
으로 확대되었다. 공적 보험의 낮은 보장성, 의료공급의 민간 의존성, 상당수 필
수의료서비스의 비급여는 민간의료보험 시장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다(참여연
대, 2019).43)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사망과 장해 발생시 보상금을 지불하는 생
43)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이유는 첫째, 상병수당, 장애연금, 공적 연금체계 등 사회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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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보험에서 2007년 후불방식 실손보험이 대체하고 있다. 정태욱은 대학생 때부
터 실손보험 가입을 고민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고 몇 년 후 아버
지가 보험설계사로 이직하며 그의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실비보험”이 입원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모든 치료비를 청구
하지 않았다. 보험비 인상 우려도 있지만 실손보험사의 감사 때문이다. 박은진
의 실비보험 계리사와 보험비 지급에 대한 투쟁의 서사는 이제 한국의 관리의
료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는 정부와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만
의 영역이 아닌 사보험의 가입자인 개인과 회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의 진단이 정확한지, 의사의 처방이 적절한지 진료 내용과 비용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관리 의료는 통증 치료 선택과 접근에 영향을 준다.
질병서사에서 “실손”보험 유무는 만성통증 클리닉에서 다양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입장권처럼 묘사된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 어디서 치료를 하는데 그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병원이랑 보험 처리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매일 매일 치료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통증의학과 갔을 때도, 통증의학과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못 갔
거든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매일 안 되고 일주일에 두 번 몇일을 떨거서 와야
지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 (면접자: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줘. 그래서 몇일날 오고 몇일날 오고. 보험료 받고 마늘주사 맞을 수 있는 곳 이런
곳 같이 공유하고. 삼만 원짜리 사만 원짜리 내고 십 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공유하고. 그래서 유행처럼 그렇게 맞으러 다니더라구. [손화연]

이들의 서사는 실비보험 가입 여부가 치료방법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된다. 관리의료(managed care)44)는 의료화를 제약하는 것으로 논
취약함, 둘째,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참여연대, 2019)이라 보고되는데, 이는 아프면 개인
이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 등 모두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44) 관리 의료(managed care)는 환자와 의료기관, 의사 사이 진료 내용과 비용을 규제하고 조
정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보건의료 조직과 제도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민간 보험의
성장으로 시장의 힘이 의학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되자, 행위자로서 의료전문가와
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보험이라는 지불집단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진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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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지만, 특정한 신체적 상태가 질병으로 정의되고 민간보험의 지급대상이 될
때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의학에서 통증을 증상이
아닌 질병으로 정의하며 비수술적 치료법이 한국에 도입되고 이러한 치료가 사
보험의 지급대상이 되자, 질병 서사에서 “실비” 보험이 강조된다. 관리의료는
보험 심사 기준에 맞춰 약물 처방, 상담 등 치료법의 선택과 횟수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지불한 보험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의
욕망과 더 비싼 치료가 효과적이라며 더 많은 이익을 내려는 의료진에 의해 의
료 이용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박은진의 질병서사에서 “자연치유를 선호”한다는 표현은 30대 후반의 연구참
여자들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정형외과 등 생의학 치료 거부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서사에서 당시 한의원 침치료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강조된다.
당시 병인이 없는 통증은 생의학 시선에서 질병이라 인식되지 않았다. 병원에
가도 진단명이 없이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만 받아야 하는 질병인 것이다.45)
“OTL 자세로 엎어져서 꼼짝을 못” 했던 손화연도, “할머니처럼 구십도로 허리
가 굽”어 허리를 펴지 못 했던 박은진도, “애를 업은 상태로 허리에서 딱 뭔가
튕겨져 나온 느낌이” 든 후 허리를 펴지 못 해 “네 발로” 엎드려 걸어간 김서연
도, 통증이 만성화되고 시간이 지나며 통증의 강도가 세져도 이 시기에는 정형
법(약물, 수술 등)과 치료 회수 등을 보험 심사 기준에 맞춘다. 멘델과 스콧(Mendel &
Scott, 2010)은 미국 보건의료의 제도적 시대 구분에 있어 1960년대 중반까지 전문가 지배,
메디케어법이 제정된 1965년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방정부의 책임, 1980년대 초반
부터 1990년대를 관리 의료의 시대로 구분한다.
45) 1970년대 태어난 40대 여성들은 각기 다른 생애사적 배경을 지니지만 이들이 자신의 만
성통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던 과정은 유사점이 있다. 이들은 20대인 1990년대 통증의
진단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이야 “통증”이라 여기지만 몸의 불편한 감각이
질병인지 몰랐다. 이 시기 여성들이 진단이 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동네 정
형외과”인 1차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등 통증으로 의학적 진단을 구하였다. 병인이 없는
통증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이들은 물리치료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 못
했다. 그러자 이들은 동네 한의원으로 향하였다. 이들이 이 시기 한의원을 선호했던 이유
는 치료 효과에 대한 개인적 판단도 있지만 의사를 만나 매일 매일 달라지는 몸의 감각에
대해 상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통증 환자들은 정형외과에서 의료진의 진단 후에는
내원을 해도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만 받았지만, 한의원 침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수행하
기에 이 시간동안 몇일간 통증의 변화에 대해 상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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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와 같은 생의학의 치료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무분별한 척추 수술
과 그 부작용으로 이야기된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때 2차 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 전문 병원 이름을 간략히 언급할 뿐이다. 당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병원의 치료가 자신의 몸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이들은 당시 수술 위주의 치료법을 치료가능한 것이 아
님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과도한 우려라기보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
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하자고 하는 병원(MBC, 2016,11,15)”은 한국의
과잉수술과 의료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20여년 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소비
자보호원에 접수된 척추수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999년(4월부터) 8건, 2000
년 15건, 2001년 32건, 2002년 50건, 2003년 59건으로 연평균 31.0%(한국소비자
보호원, 2004)” 증가했고, 그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년 척추수술 관련 소
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다양한 의료 분쟁 중 척추수술을 조사하게 된 이
유는 첫째, 척추질환 특히 수술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의 증가, 둘째, 의료진의 성
급한 수술 권유 등이다. 이들은 “의사마다 척추 질환의 치료 방향에 대해 견해
가 다른 상태에서 척추전문병원이 늘어나고 척추수술 방법이 다양해”지며 물리
치료나 휴식 같은 보존적 치료로 회복가능한 환자들에게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성급히 수술(ibid)”받는다고 진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척추수술은 2012년까지 매년 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수술은 17
만 6천 건으로, 2007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처럼 척추질환 수술 인구 증가
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 분쟁 증가는 당시 이들이 생의학이 아닌 한방
치료를 선택한 통계적 근거이다.
질병 서사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만성통증이 악화된 이들에게 생의학
의 치료법은 자신의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치료가능한” 것이 아니라 즉 의료
의 질이 강조된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고 실비보험의
지불 대상이 되자 “지불가능한” 것인지 의료 접근성이 강조된다. 만성 통증 질
병 서사에서 의료 접근성은 의료비 지출이라는 “실비” 보험이라는 단어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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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짧게 언급될 뿐이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도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와 조건을 치료에 어떻게
할용하는가를 담는다. 박은진은 은행원으로 직급이 높아지자 VIP 고객상담을
하며, 종종 개원의인 고객을 기다리며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병원 시설을 살피며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의 병원 후기를 들었다. 그녀의 직업은 의도치 않게 의
료적 만남을 제공하였고, 그녀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통증을 질병을 치
료할 곳을 찾아갔다. 정태욱은 사회인 야구 모임에서 헬스트레이너나 현역 프로
야구선수나 코치와 만나며, 자신의 통증의 원인과 치료, 관리를 직접 상의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자신의 치유 실
천에 대한 해석을 담는다. 통증이 어떻게 생의학의 치료 영역으로 정의되고 확
대되었는지, 한의학과 생의학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전문가 영역 속 통증클리
닉의 성장이라는 의료적 변화 속에서 이들의 치유 경험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들은 만성통증의 치유와 관리에 있어 자신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며, 때로는
갖가지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하며 치유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들의 질병서사는
이들의 만성통증 치유 실천을 주조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경합하는 질병인 만
성통증의 치료와 그 선택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는 개인의 행위성을 합리적
(의료)소비자로 드러내는 것이다.

5절

소결

치료의 서사는 계속된 치료에도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치료의
불확실성으로 병원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치료를 찾아다니는 경험이 이야기의
중심 플롯이 되지만, 결론은 완치되지 않은 채 만성통증을 지닌 채 살아가는 나
이다. 이들은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인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길 간
구하며 합리적 의료 소비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이야기한다. 질병을 “극
복”하지도 치료에 “성공”하지 못 하지 못 한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맞서, 당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정보와 자원을 동원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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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전히 아픈 나와 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치료의 서사에서 치료의
불확실성에도 합리적 의료소비자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이들의 분투와, 남성
들의 질병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을 경험이 이들의 주요한 사회적 곤경으로 이야
기된다.
남성의 질병서사에서 사회적 관계 속 낙인과 곤경은 여성에 비해 좀처럼 이
야기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만성통증을 친한 친구여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
스럽고”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남성의 만성통증 말하지 않기는 이들에게
지각되지 않는 문화적 압력을 드러낸다. 질병 서사에서 남성의 만성통증에 “엄
살”, “끈기 없는” 남성이라는 젠더화된 낙인이 보고된다. 남성들은 헤게모니 남
성성이 건강한 남성의 신체를 기반하기에 만성통증을 말할 수 없다 여긴다. 남
성의 질병서사는 남자다움이라는 젠더화된 기대와 자신의 신체 사이 간극을 인
식하며, 남성적 이상과 억압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주변화된 남성성과
남성적 자아의 협상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아픈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자기 조절하는 합리적 존재 사이 미세한 균열을 보여준다. 치료의 불
확실성에도, 의료적 맥락에서 통증 치료에 노력하는 자아로 구현된다. 정태욱의
질병서사는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으로 자신의 남성성이 주변화된 경험과 한국
사회 군복무를 둘러싼 헤게모니 남성성의 작동 방식에 대해 비판을 담는다. 자
신의 질병서사를 “극복해나갔던 이야기”로 명명하며, 재활적 에토스를 지닌 한
남성이 만성통증에 분투하는 남성적 자아를 상연한다. 서사적 자아는 합리적으
로 치료 선택을 하며 치료에 전념하는 자기통제적 남성성으로 재현된다.
치료의 서사에 나타나는 치료에 전념하는 합리적이고 자기통제적 자아는 남
성뿐 아니라 박은진의 질병서사에서도 드러난다. 박은진의 단일한 직업경력과
직업병이라는 사회적 승인은 다른 여성들처럼 만성통증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
지 않게 하였다. 박은진은 “월급에 병원비가 포함되었다”라며 의료적 불확실성
에도 일하기 위해 자신의 치료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만성통증 질병서사에서 남
녀의 말하기 수행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젠더화된 사회에 기인한
것이다. 계급, 젠더, 질병이 교차하며 이들의 만성통증 경험을 구성하며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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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질병서사에서 이들이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옮겨 다니
는 이야기는 합리성에 입각한 행동으로 이야기되며, 이는 치유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통증의 만성성과 치료의 불확실성은 아픈 이가 병원 치료에 자
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행위라 여기게 한다. 질병서사에
서 이들은 자신이 병원을 멀리하게 된 경험을 강조하는데, 이는 믿음은 치유의
조건이지만 의료 영역에서 믿음이란 합리성이 전제된 판단이다. 이러한 서사적
긴장과 인과성을 극복하기 위해 박은진은 다른 질병과 만성통증을 비교하며 설
명하거나, “주치의”라는 자신의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 있는 치료를 제시
할 의료진을 만나지 못 한 문제로 표현된다. 이들은 다양한 치유 실천들 속에
합리적 의료소비자로서 자신의 곤경을 강조한다.
치료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그 결과 투병하는 자아이다. 자신이 만성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고 어떤 부당함을 당했는지, 주로 남성 연구참여자들
이 구사하였다. 여성의 경우, 박은진처럼 안정적인 직장 경력으로 통증을 자신
의 노동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치료의
서사를 이야기한다. 치료의 서사는 보건의료전문가 영역에서 치료라는 목표를
향한 미래지향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건강에 대한 이야기이다. 통증이
중증화될 때, 이들은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서 치료를 고수하며 이전 치료는
실패로 간주하며 새로운 치료법에 도전한다. 건강한 몸을 목표로 치료하고자 노
력할수록 정보를 모으고 비교할수록, 오히려 치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적 갈
등이라는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다. 치료의 서사는 만성통증의 만성성이란 특징
으로 투병하는 자아가 영웅적 자아가 완치라는 성취를 이룰 수 없기에, 경합하
는 질병이라는 질병 특성과 보건의료제도의 혼란을 강조하며 본인의 노력에도
성취하지 못 하는 사이 괴리를 좁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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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질병서사의 세 번째 유형은 “조정의 서사”이다. 조정의 서사는 예측
할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만성통증을 지닌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화자가 만성
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에 맞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
과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정하는가라는 자아의 협상으로 구성된다. 아픈 이
는 자신의 질병을 알리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면제되어, 건강 회
복에 전념하리라 기대한다. 만성질환을 지닌 이들은 그럴 수 없기에, 신체에 기
반한 자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재검
토하게 된다. 만성통증으로 살아온 나의 삶과 그러한 몸으로 현재(최근 2~3년
간) 일터에서 겪는 곤경,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생산성 있는 헌신
하는 삶이 결국 통증의 발병과 만성화를 야기했다는 반성과 후회가 주로 이야
기된다. 조정의 서사는 통증의 비가시성, 불예측성으로 이들이 어떤 생애 혼란
을 경험하며,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 왔는지로 주로 이야기된다.
본 장은 조정의 서사에 속한 두 명의 생애사를 제시한 후, 손화연과 임선주의
서사에서 나타난 친밀한 관계와 일터에서 어떤 사회적 기대를 문제라 인식하고
협상하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절

손화연: “병 뒤에 숨지 말자”

손화연은 20대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다. 만성 통증은 20대와 30대 초반 직장
인으로 “가열차게” 일했고, 30대 중반부터는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으로 “내 몸
이 망가질” 정도로 일한 결과라 이야기된다. 그렇게 일해도 노고를 치하하기보
다 자기 관리를 못 한 그녀의 탓이라 말한다. 만성 통증과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동반질환에도 엄마, 아내, 딸, 며느리로 요구되는 역할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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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용량이 적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지” 생각했다. 그렇기에 만성
통증 관리는 손화연에게 첫째, 남편에게 기생하여 살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
기, 둘째, 엄마, 아내, 딸, 며느리의 역할에 밀렸던 나라는 존재에게 우선순위를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출산으로 그만 둔 사회복지사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사회보장이 허술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부터
“바짝 벌지 않으면 노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제로 사회복지사 일을
하게 되자, 몸의 신호를 읽으며 일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녀의 태도는 문제라 지
목된다. 아픈 자신은 동료들의 눈에 “민폐를 주는 사람”, “자기 일처럼 일하지
않는” 헌신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보였다. 손화연에게 만성통증은 일터에서 인간
의 몸이 단순히 도구로 간주되는 그러한 현실을 드러내지만, 대응과 협상은 개
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1. “원인은 안 알려주고 비싼 치료만 권하는” 병원
손화연은 20대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심하게
통증이 왔던” 적은 서른 살 때였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삐끗하면서 걷지 못해” 동료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를 갔다. 첫
통증은 “조금씩 조금씩 아프다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나가는” 느낌이었다.
“멀쩡하다 갑자기 확 나가는 그런 식의 통증이 계속” 왔지만, 손화연은 “결혼하
기 전이고 나이가 많지 않을 때라 별 게 아니라” 생각했다. 통증의 원인과 심각
성을 알지 못 한 채 살았다. 마흔에 자신의 통증 일대기를 돌아보니, 처음 통증
은 “서류가 임박할 때” 매일 새벽 두세 시까지 혹은 밤을 세서도 일을 마쳤던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가 그 원인이라 여겨졌다. “자세도 워낙 안 좋고” 오랜
시간 “너무 앉아서 근무하니” 허리가 아픈 것이다. 당시 일산에 처음 생긴 한방
병원에서 물리치료, 한약, 침, 뜸, 수기치료를 받았다. 서른 살 때니 “빨리 회복
이 되어” 한 달 정도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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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증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과 나쁜 자세라 생각지 못 했기에, 몸이 낫자
다시 또 열심히 일하였다. 그녀는 법인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낮에는 사무실
에서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룹 홈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그룹 홈을 처음 만들
때라 운영이 중요하기에, “좋은 선생 구해질 때까지” “그냥 일단 내가” 일하였
다. 지금이라면 엄두도 낼 수 없지만 “젊으니 그 와중에” 퇴근하고 “밤새 놀고
술 마시”곤 했다. 생활패턴과 장시간 근무는 그녀에게 “주기적인 아픔”을 주었
다. “정형외가 가는 빈도가 높아”졌고, 병원에 가면 “서른 넘은 여성이라는 이유
로” 골밀도 검사와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찍었다.” 몇 년간 얼마나 병원을 많이
옮겨 다녔는지, “시집올 때 엑스레이 찍은”게 10센티 두께가 넘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있었다”. “내 속인데 버리지도 못”한다 생각해 모아둔 것을 결혼할 때 결국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도 “칠 번과 팔 번이 협착이다”라
는 이야기는 10년 뒤 한의사에게 들었다. 당시 의사들은 “CT나 MRI를 찍어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굳이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의 허리 통증에 대
해 의료진의 설명 중 기억에 남는 건 “허리가 삐었다”는 염좌, “살쪄서 무게가
많이 나가 허리가 감당을 못 한다”는 비만 정도이다. “특정한 원인 없이 병원과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한의원 마니아”인 엄마는 한의원 치료를 권해, 어디든
효험이 있다면 찾아갔다.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물리
치료만 받고” 왔다. 정형외과는 초진만 의사가 하고, 다음 방문부터 “똑같은 통
증이니” “의사 얼굴도 보지 않고” 물리치료와 약 처방만 받았다. 초반에는 정형
외과를 많이 갔지만, “침이 확실히 효과가 빨라” 점점 한의원을 다녔다.
손화연은 통증 환자로 지내며 정형외과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나에게 “정
확히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돈 벌기 위해 고가의 치료를 권하는” 패턴이 병원을
옮겨도 반복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병인도 알려주지 않으며 “수술적인 치료를
굉장히 많이” 권하는 의사들을 피해 한의원을 다녔다. 침을 맞아도 만성통증이
가시지 않자, 엄마는 “너는 젊은 애가 통증의학과도 모르냐”며 새로운 병원을
권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로 명칭을 바뀌고 개
원의가 증가46)하여, 동네에도 통증의학과가 생기던 시기였다. 손화연은 통증의
학과의 전기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가 “너무 강렬하자”, 부작용을 두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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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마취통증의학과의 광고가 신경치료의 안정성에 집중된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손화연 개인의 것은 아니다.
그녀는 통증 치료를 위해 어느 병원이든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권하는 운
동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 “인생 처음으로” 돈을 주고 운동을 배웠고, “온 몸을
풀어주려” 당시 유행인 요가를 배웠다. 요가에 대한 기억은 선생님의 “자세가
안 좋다. 몸이 굳었다”는 손화연 몸에 대한 진단과 “남들이 다 되는 기본 동작도
안 돼서 발발발 떨면서” 운동하던 창피한 기억으로 남았다. “확실한 건” 요가로
몸이 “굉장히 쌩생해져서” 더 병원도 운동도 다니지 않았다.
손화연은 20대부터 시작된 통증을 아프고 “한 십년은 넘어서” 왜 아픈지 이해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몸이 아파졌고 나아졌는지도 몰랐다. 그리
고 “젊었으니” 회복도 빨라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손
화연은 통증의 역사를 다시 복기해 나갔다. 언제 가장 아팠는지, 그때 생활을 일
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생
각들 말이다.

2. “OTL 자세로 엎어졌어요”
통증은 항상 “고만고만” 했는데, “엄청 심해졌던” 시기는 둘째 돌잔치를 한
그 해였다. 손화연은 9개월 된 둘째를 슬링47)에 매고, 세 살 큰 아이는 업고 다
녔다. “앞뒤로 앉고 업고 다녔던” 게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가용은 남편 출퇴근용이었고, 유모차는 대중교통에 맞지 않았다. 특
히 번잡한 마을버스에는 더욱 그랬다. 큰 애가 네 살 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46) 2002년 마취과에서 마취통증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자,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원은 2002년
말 387개에서 7개월만에 461개로 증가하였다(청년의사, 2003.10.6.). 동기간 전체 전문과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2016녀 의원급 주요 과목
별 개폐업수”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의 개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메디컬타임즈, 2017.3.14.).
47) 슬링은 아기 띠의 한 종류로, 유아를 안거나 업을 때 포대기를 한 쪽에 걸쳐 사용하는 것
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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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자빠졌”다. 다행히 손님의 도움으로 “애들이 다치지 않았”다. 그 일로 두
아이를 앞뒤로 매고 안고 다니는 건 그만두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
문이다. 통증을 지닌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내 몸의 능력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그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고 설
명한다.
그 후 “한 번씩 뼈가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수”하거나, “신발
신으러 현관 나가다 무너져” 내리곤 했다. 무너져 내리면 “허리 골반이 탁 돌아
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 다리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었다. 어느 날은 “통
증이 너무 심해서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무너져 내린
다” 느낌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침을 “서너 번 맞으면” 나았다. 처음에는 일 년에
한 번 무너져 내리더니 시간이 지나자 “육 개월” “삼 개월” 그 주기가 짧아졌다.
그러다 둘째가 다섯 살 때 시장통에서 쓰러졌다.

시장통에서 쓰러져 가지고, 아예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는.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
해가지고 조금만. 뭐 다리를 든다거나 팔을 들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어린이집에 애들 데리고 오다가 시장통에서 엎어져가지고. 그 앞에
(웃음) 뭐였지? 그 족발집 사장님 (웃음) 족발집 앞에서 쓰러졌는데. 족발집 사장님이
“어우~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들이 옆에 있고 (우는 목소리로) “엄마, 어떻게 해” 이러
는데. 정말 그 그 이 이 자세 있잖아요. OTL자세. 정말 딱 OTL자세. 엎어져서 꼼짝을
못 하는 “으으” 이래서. 그래서 막 남편한테도 전화를 해주고 거기가 그래도 다니던 한
의원 앞이라 한의원 원장님이 친히 나오셔서 (웃음) 으흐흐흐. 나름 그 할머니들이 밀
고 가는 그 거 대신 한의원에 있는 그 침 물리치료하는 그 기계 실은 수레를 끌고 와
서 으하하하하 (웃음) 그 수레 지금 웃지만 정말 슬픈. 그 수레를 밀고 겨우 막, 그 왜
냐하면 내가 허리가 무너지니까 신경이 다 무너져서 근육으로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근육을 쓸 수 없으니까 그 한의원 쌤이 나를 들고 가면서 내 생각에는 ‘침을 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팔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내 체중을 한의원 선생님이랑 그 수레
에 실고 갔기 때문에.

시장통 족발집 앞에서 “OTL 자세로” 쓰러진 사건은 손화연의 인터뷰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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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OTL”은 머리를 나타내는 O, 사람의 몸과 팔을 의미하는 T, 사람의
무릎 꿇은 자세를 그린 L이 결합된 모양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과 모
바일에서 2000년대 주로 사용되던 표현으로, 좌절을 의미한다(김기란 외, 2009:
364). 손화연에게는 “OTL 자세”는 문자 그대로 허리 통증이 심해 머리를 수그리
고 무릎을 꿇은 모습이자, 만성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의 그 좌절을 뜻한다.
또한 자신의 통증 역사에 결정적 사건으로 의미화된다. 이번엔 “벌침” 맞으며
“강력하게” 치료했다. 그렇게 그 고비는 “넘겼지만” 삼 개월 후 다시 “한의원에
입성”했다. “목에 무리가 갔는지” 목 디스크가 왔고, 온 몸이 손가락까지 움직이
지 않았다.
손화연은 이 시기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아픈 엄마로 지내는 시간이
라 이야기한다. 길거리에 쓰러져 들것에 실려 간 것보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수 없어” “최대한 이완해서 쉬를 싸야 하는” 것보다, 온갖 신음을 내며 “바지에
다리 한 짝을 바들바들 떨면서 끼는” 것보다, 아픈 엄마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
는 곤경이 더 큰 고통이라 회고한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바로 전업주부인 그녀
의 일이었다. “일주일간 누워있는” 엄마에게 “어린” 아이들은 “엄마, 언제 나를
안아 줄 수 있는 거야? 언제 나아?” 물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안다가 때론 누워
있는 엄마의 몸 위로 올라오곤 했다. “내려가”라고 소리칠 때마다 몸의 고통이
아이들 때문이 아닌데 그렇게 느낄까 미안했다. 남편은 늦은 밤에야 퇴근하기
에, 어린 두 자녀를 “양쪽 팔에 안고” 재웠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면 팔이 저
리곤 했는데, 그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온 몸이 다 비틀어지”는
것이라 비유된다. “얘들아 팔 빼라, 팔 저린다” 말할 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애들을 그렇게 길들이지 말았어야 해”라는 양가적 감정이 들었다.
정형외과에서는 “추관판 탈출증이어서 신경을 누르는” 정도면 수술을 하겠지
만, 협착이 의심되지만 “엑스레이 상 안 보인다”는 “뻔한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한의원에서는 출산 후 “여자 몸이 새로 태어나는데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못 하
여” 생기는 “산후풍”이라 설명했다. MRI 검사는 수술 결심이 들어야 투자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 “급한 불만 끄는” 치료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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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도 마음도 치료하는 심신 치료소”
위안이 된 사람은 여동생과 동네 엄마들이다. 그녀도 아버지도 여동생도 “안
짱다리”이다. 어릴 때 엄마는 딸들을 “항상 한 줄로 걷는 연습”을 시켰다. 옛날
엔 “바닥에 앉는 일이 많았는데”, “안짱이 심해” 아빠 다리를 하면 “한 쪽 무릎
이 엄청 올라가곤” 했다. 오래 앉으면 “허리가 무너져 내려” “등이 쥐며느리처
럼 돌돌 말리고” 몸은 기울여졌다. 안짱다리라는 불균형은 통증에 영향을 주기
에 항상 “자기 몸을 스스로 챙기는 스타일”이었던 동생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
었다.”
소셜커머스의 마사지 체험권에 당첨된 동생은 손화연을 마사지 세계로 인도
했다. 마침 목 어깨 통증으로 너무 아플 때였다. 아로마 마사지를 한 번 받아보
니 “몸이 찌뿌둥할 때마다 생각”났다. 한 회에 삼 만원이지만 십 만원을 내면 다
섯 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기에, 십 만원을 내고 몇 번 더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를 받아보니 물리치료 “기계의 손맛과 사람의 손맛이 너무” 다르단 걸 알
았다. 남편에게 아픈 어깨를 주물러 달라해도 “지 팔이 아프다고 하다가 말”았
다. 엄마라는 존재는 “내 몸이 아픈데 아픈 내 몸을 봐달라고 주물러 달라고 할
사람”이 없기에, 마사지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을 때 가는” 곳이었다.
동네 엄마들의 소개로 목욕탕 세신 마사지를 받곤 했다. “목요일 다섯 시 이
전 선생님”의 마사지가 좋아, 목요일에 아이들을 등원시킨 후 목욕탕을 갔다.
“기본이 이만 오 천원”이었는데, 동네 엄마들은 “우리가 뭐 딴 데 쓰냐? 아픈데
좀 써도 돼. 그 정도 돈은 한 번씩 써도 된다”며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다.
사치를 할 수 없는 살림이지만, 마사지는 치유 실천이며 동시에 “한 번 내 몸을
충분히 서비스받는 호사”였다. 손화연은 목욕탕 마사지를 “몸도 치료하고 마음
도 치료하는 심신치료소”라 명명한다. 자신의 마사지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목
욕탕은 통증을 지닌 몸들의 만남의 장이자 아픈 몸의 대화의 장이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이 나아지나? 너 어디 치료해 나아졌니?”라며 통증 치료뿐 아니라 또
래 엄마들과 육아 이야기도 나눴다. 뿐만 아니라 마사지 “선생님”은 “동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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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혜로운 언니, 옆집 아줌마” 같았고 정성스레 내 몸을 만지며 내 고민도
들어주었다.

살갗과 살갗이 마주 닿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뭐지? 아우 이제 시작인가 할 때 끝
나잖아요, 보통. 어우 근데 충분히 (마사지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갔다 오면 쌍
화탕 하나 먹어야 돼요. 그 어머니도 그러세요. 여기 세신하시는 선생님도 (경상도 사
투리로) “어우, 오랜만에 왔으니 몸살 난데이. 쌍화탕 하나 먹고 가레이.” 몸 상태를 기
가 차게 아세요. 그분이 몇 번 만져보면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알아요. 약간 이 사람은
치료 같은 치료를... 왜냐면 내가 여기 만약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를
꾹꾹 눌러보면 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오늘 한 번에 이건 다
는 못 해. 너 내가 이거 오늘 한번 다 만지고 나면, 너 완전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날
거야. 내가 여기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몇 일 후에 한 번 더 와.” (웃음) (면접자: 진짜
선생님이네요) 그럼 가요. (웃음) 오랬으니까 가야지. 가요. 또 푸는 거예요. 그러면 훨
씬 몸이 또 가벼워지고.

전세가가 급격히 올랐던 그 해, 경기도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녀는 종종 “목
요일 선생님”의 마사지를 받았다. 병원도 다니고 마사지도 받으며 그렇게 지냈
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내 몸을 써야 하는” 시기니, 일이 주에 한 번 목욕탕
마사지라는 아픈 나를 위한 “호사”를 누렸다.

4. 갑상선 항진증: “물 위에 던져 놓은 솜이불 같아”
첫 아이 만삭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다시 일할 엄두
가 나지 않았다.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을 6개월 동안 받고, 방과 후 교사로 일하였다. 방과 후 수업 시간 외에
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치료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기에 이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방과 후 교사로 일한지 일 년이
지나자 몸이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과 “막 싸우고 그럴 때라” “우울증
같은 게” 온 줄 알았다. 큰 애가 일곱 살 둘째가 다섯 살 자신은 마흔하나,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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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엄청 추운 날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마을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
릴 때 추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원래 추위를 많이 타긴 하지만 이상하다 느꼈
던 즈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목 여기가 툭 튀어” 나왔다. 이빈후과에 가니
진료의뢰서를 써주었다. 대학병원에 가니 “갑상선에 염증이 조금 있고 혹이 너
무 크니 결절 검사를 해야 한다”하여, 검사는 대학병원의 제휴병원에서 하였다.
대학병원의 검사는 대기자가 너무 많지만 협력병원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였다.
손화연은 계속 병원들을 돌아다녔다. 결국 의사는 결절 수술을 권했지만, 의사
보다 더 “믿고 보는” 동네엄마들의 암과 갑상선 수술 경험을 들었다. 갑상선 수
술을 한 지인들은 하나같이 다 수술을 말렸다. 결절이 악성 종양인지도 모르고,
결절이 안 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갑상선 환자가 늘어난 것이 “병
원이 일부러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원자력 발전소와 “일본 원전 사고 영
향”이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손화연은 모든 요인들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갑상선 환자가 되니 내 몸을 “안 아파 본 사람에게 설명
할 길이” 없었다. 아무리 쉬어도 낫지 않는 몸을 “꼭 물 위에 던져 논 솜이불 같
애”란 표현이 “너무 와닿았다”. 육 개월에 한 번씩 갑상선 검사해야 하지만, 병
원에 가면 수술을 권하기에 잘 안 간다. 병원은 “끈질기게 영업을 많이 했다.”
“수술 하실 마음 먹으셨냐?”고 이 년간 “주기적으로 전화”했다.
손화연은 오래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쳤다. 갑상선 항진증뿐 아니
라 탈모, 조기폐경이라는 자궁 문제까지 “한꺼번에 왔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싶어 치료에 집중했다. 대침을 잘 놓는 한의원을 수소문해 다녔다. 아파서
방과 후 교사 일을 그만둔다 하니, 동료가 몸살림 운동을 권했다. 석 달에 삼십
만원, 도복이 삼 만원이었다. “거기는 환자가 진짜 많이” 왔다. “너어어무 말라
서 기운이 없는 사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체가 좀 기형이 있는 사람,
나처럼 허리 아픈 사람” 다 환자들이었다.
몸살림 운동 강사와 대침을 놓던 한의사는 손화연에게 자신의 통증의 납득가
능한 생물학적 이유를 알려주었다. 한의사는 진료 전 “소개시켜 준 정형와과”에
서 엑스레이를 찍게 했다. 십년 넘게 “늘 보던 똑같은” 엑스레이였지만 “칠 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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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번이 협착”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몸살림 강사가 수업 후 그녀의 몸
을 마사지하더니 “다리 길이가 다르네요”라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자 어떻
게 관리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일 년 동안 치료와 운동에 몰두했다. “약 먹으
면 기운”이 생겨 돌아다닐 수 있었고, “길바닥에 약 효과가 다 떨어지면” 또 한
약을 먹었다. 그래서 한 해 한약을 세 번이나 먹었다. 손화연은 한의학 치료와
몸살림 운동 중 “어떤 게 효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나
오자 “운동 때문에 갑상선도 좋아졌다” 생각했다. 그녀는 그 말을 하며 갑자기
놀랐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허리도 좋아지고 사람이 활력이 돌아온 거예요. 대침의
효과일까요? 약을 먹어서일까요? 중간에 저는 갑상선 약도 끊었어요. (중략) 운동을 그
렇게 일 년을 하니까 활기가 되게 돌아와서.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너무나도 힘드니,
나는 쓸모가 왜 이럴까. 굉장히 막 게으르고 너무 아무 것도 하기 싫어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나 내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상선은 운동을 해서 나았다 이런. 운동을
하면 충분히 약을 안 먹고, 왜냐면 평생 약 먹어야 한다 했거든요. 근데 안 먹어도 된
다는 자신감에. (웃음)

5 “침 때문에 낫는지 기계 때문에 낫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활력을 찾으니”, 제일 달라진 건 집이었다. 아플 땐 “집안 꼴이 장난이
아니었다.” 일년 동안 치료에 집중하자 “집안일은 일도 아니었다.” 서른부터 마
흔셋까지 “십년 넘게 계속 아픈” 채 살아왔다. 계속 통증이 있고 아팠는데, “기
력까지 안 좋으니” “확 무너져 내렸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자, 몸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전세금이 일이천 만원씩 오르다 오천만원이 오르
자, 그녀는 경기도로 이사를 갔다. 방과 후 교사 일은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다.
이사를 내려와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겠다” 생각하고 쉬었다. 통증이 느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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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집에서 운동하고, 통증이 심해지면 한의원에 간다.
동네 한의원 실력은 “거기서 거기기”이기에 그 날의 통증 부위에 맞는 마사지
기계를 갖춘 한의원을 간다. “다리가 많이 아픈 날은 다리압 있는” 병원을, “뜨
끈한 찜질이 필요하면” 거기 병원을, 쑤시듯 아픈 날은 “침 잘 보고 옛날식으로
잘 하는” 병원을 간다. 요즘 병원은 의료진보다 물리치료 기계와 더 오랜 시간
을 보내기에, 마사지기계가 선택의 기준이다. 그녀에게 물리치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하였더니, 물리치료의 역사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였다.

조금 오래된 데는 약간 그냥 뻑뻑. 처음에는 크게 붙이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엄지
검지로 핀셋 잡아 옮기듯 살포시 붙이며)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금 국소적으
로 요렇게 마사지가 되는 게 그게 처음 좀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조금 뜨겁게
찜질을 먼저 해서, 처음에는 뜨거운 수건 정도였으면 나중에는 뜨겁게 동그랗게 핫팩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 거를 딱 놔가지고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마사지 해주고 하는 데
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거기에다 부황까지 필수 코스죠. 부황을 예전에는 필요
한 사람만 해줬는데, 부항까지 필수 코스로 해줘서 요렇게 쫙 빼줘서. 한숨 잘 수 있
는. 그 다음에는 침대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누우면 침대에서 마사지를 막 해
줘. 침대에서 마사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뜨끈한 거 해주고 침 맞고, 그 마지막으로 그
마사지 기계 마사지해서 인제 보내주는 데가 있고. 나중에 OO 한의원에 롤링 침대 하
나 또 들어왔잖아요. 치료 다 끝나고 또 시간 되면 그 롤링 침대에서 롤링 한 번 또.
(면접자: 롤링은 어떤 식으로.) 롤링은 이제 말하자면 (양 손을 동시에 앞으로 쭉 밀며)
근육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계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근육을 밀어, 풀어주는
거죠. 근육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지금 한의원 가면 마사지 의자 다 있잖
아요. 그래서 치료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온 사람들도 거의 마사지 막 다 받을 수 있
는. 그리고 또 요즘 좋은 거는 (웃음) 다리압이 있어요, 다리압. 다리 이렇게 뭐지? 이
거 이게 뭐야 장화처럼 끼어 놓으면 이렇게 뜨겁게 하면서 압을 막 그냥 꾸욱 꾸욱 눌
러주는. 엄청 시원하거든요. (면접자: 물리치료의 역사를 지금) (웃음) 예, 그런 거까지
완전 되게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통증이 침 (웃음) 때문에 낫는 건지, 기계 때문
에 낫는 건지 싶을 정도로. 침 맞는 시간이 이십분이면 그거 기계로 푸는 시간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요즘 한의원 가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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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이제 어느 동네 한의원에 가도 물리치료를 한 시간 이상 받을 수 있기
에 통증이 “침 때문에 낫는지 기계 때문에 낫는지” 모르겠다며 이야기한다. 물
리치료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사람 손으로 직접 하는 치료”는 확실히 다르다
고 강조한다.

6 “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손화연은 자신이 하루에 가용량이 적은 사람이라 명명하는데 “저녁때쯤 되면
기력이 막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사람 만나는 거”, “밤생활
을 하는” 게 그녀의 소망이지만, 하루 그렇게 지내고 나면 몇 일 고생하는 것을
몸으로 겪었기에 “밤생활은” 포기한 채 살고 있다. 아프고 나서 “내 에너지의 한
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내 몸의 변화는 오로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신
은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용량이 짧”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 한
다. 손화연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의 가용량은 “부족해” 보이지만 부
족한 것이 아니라 “짧다”고 말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다”며 웃었다.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몸이라는 기준에서 그녀의 가용량은 “부족”하다 여겨
지지만,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이라는 기준에 본다면 그녀의 가용량은
“짧은” 것일 뿐이다.
만성통증을 지닌 몸은 “기준치 미달”이라는 낙인이 아닌 신체적 다름, 차이로
여겨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만성통증과 갑상선 항진증은 “누구나 흔히
있는” 병이다. 하지만 “누구한테 당당할 수 있는 병명”도 아니기에 그녀는 사람
들의 시선들에 힘들어 한다. 그녀의 질병서사는 가용량이라는 비유뿐 아니라
“내 몸을 충전하는 시간”의 절대적 필요가 강조된다.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에 따른 일들로 살아온 삶과 그 시간들에
질문하게 만든다. 그녀에게 하루는 “충전하는 시간” 즉 노동력의 재생산 시간도
필요하다. “내일의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를 소진시키기 위해 충전하
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일하는 시간, 일하기 위해 몸을 “충전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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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넘어,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 내 삶을 살
아가는 시간” 역시 확보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십대 중순부터 삼십대 중순까지
너무 가열차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썼던” 그 여파는 바로 만성통증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너진 몸”을 회복하고 일상을 영위하게 되
자, 내 삶을 영위함에 있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몸의 충전”을 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하기 위해 몸을 만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사람은 쓰여 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
다고 쫓기지 않고”, “어디에 정신적으로 쫓기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시간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사는 나에 대한
짜증과 분노를 줄이며 “여유가 있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
다. 삶의 질은 이러한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유한하지 않다는 것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유용하
게 쓸 것인가”는 그녀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전업
주부로 지내며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마흔 이후의 생애계획을 질문하기 시작했
다. 특히 매일의 삶은 “내 몸이 일번, 애들 먹이는 게 이번, 나머지 집안 살림이
삼번이” 되었다. 이렇게 이년간 살아 활력을 되찾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내 몸
이 일번이라는 것은 내 몸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엄마이며 아내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제일 뒷순위”로 갔다. 몸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자, 더 늦기 전에 “내
가 하고 싶은 일”인 사회복지사로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7.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vs “순간 확 갈 수 있다”
마흔여섯의 나이에 아픈 몸으로 다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하고픈 일을 해야겠다는 바램도 있지만, “노년에 대한 고
민” 역시 현실적 문제였다. “일정 정도 건강을 유지해 끊임없이 내 밥벌이는 내
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도 들었다. “사회보장도 허술하”니 “바짝 벌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노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현실과 “바짝 벌다 순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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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다”는 신체적 현실 사이 “간극”으로 오는 갈등이 있다. “지금 벌어 놓은
게 없으니 나중에 힘 없을 때”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도 들
고, “그렇다고 빡시게 일하면 그 일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든다. 결국 “이
모든 건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 발생하는 긴장과 두려움이다. 이러한
긴장과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새로운 일터에서 아픈 몸으로 다시 일하는 것은 “한동안 두려움”이었다. “내
몸이 힘들어서 안 되는 것은 욕심내지 말자”라는 원칙은 일터에서 적용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나름 자구책으로 주3일 출근하는 일을 작년(2017년) 가을부터
시작하였다.

우여곡절이 되게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몸은 실제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탈이 꼭 나는 거죠. 뭘 좀 해서 가려고 하면 내가 탈이 나서 이게 지연되고 뭘 좀 일이
추진되려 하면 몸이 탈이 나서 하고... 씁, 인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고. 어어. 내
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근데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하기 너무 싫은 거지. 또 반대로
내 입장에서는 이 거를 내가 왜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나는 내 속도 조절
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만큼만 내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만큼만 하면서 먼저
가는 게 고맙고. 가면 나도 가다가 내 몸이 추슬러지는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힘들고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 건 있겠지만. 되
게 힘드니까 계속 이제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해라. 가라. 내가 요만큼 밖에 못 하지
만 나는 포기하는 건 아니다.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에서 빼달라는 친구가 그러는 거죠.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해서 그런다.”는 이야기
를 하더라구요.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했으면, 아예 안 했을 거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 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게 전
부에요.

일을 하다 보니 “몸이 탈이 날” 때,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여러 우여곡절
을 겪었다.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자, 그녀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특히
동료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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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직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평판은 건강
한 몸을 기반에 두고 있다. 그녀는 동료들이 그나마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자
신의 아픔을 핑계라 말하지 않는다고 위로하였다. 아픈 이에게 아픔을 핑계라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인 그들 개인에게 “도덕적 타격”으로 여겨지는 직장 내
문화를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직접적 표현은 아니더라도 내던지는 말과 시
선에서 비난은 감지되곤 한다.
동반 질환을 가진 이들이 일하는 속도와 그들의 몸을 배려하지 않는 직장 문
화는 아픈 이를 “민폐를 주는 사람”, “골칫덩어리인 사람”으로 만들며, 이들이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예 일을 같이 하지 않”는 것뿐이라 느끼게
만든다. 일터에서 갈등은 그녀의 서사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8. “병 뒤에 숨지 말자”
진단기술의 발달은 손화연이 마흔이 넘어 알게 된 유전력을 딸은 열 살에 알
게 되었다.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자신이 안짱다리라 알고 있었지만, “숨어 있
는 3센치”라는 두 다리 길이 차이는 이들이 허리 디스크와 통증을 유발하는 원
인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은 항상 오리궁뎅이이고 걷는 게 이상해 검사를
받았다. 딸은 학교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추천으로 대학병원 검사를 받았다. 검
사를 받자 자신의 딸도 “골반이 뒤틀린 게 아니라”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의사는 “많이 있는” 질병이라 치료를 권했다. “안 그래도 작은” 아이
인데, 그나마 긴 다리에 “계속 성장을” 늦추는 주사가 두 다리 길이는 같게 만들
수 있지만 키 성장 자체를 방해한다 생각이 들었다. “작은 애를 그렇게 했다가
잘 못 될까” 무서워 치료는 받지 않았다. 가끔 “충격을 줘서 더 빨리” 자라라고
짧은 다리 “한쪽만 깽깽이” 뛰는 것만 권할 뿐이다. 아이들에 대한 고민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엄마가 신체적으로 약해 자신이 “원인 모를 불안증”을 키웠듯, 자신이
그런 불안을 아이들에게 주는 존재가 된 게 아닌지 자문하곤 한다. 그녀는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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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결혼 생활 중 4년을 제외하고 전업주부로 지냈다. 전업주부인 자신이 가사노
동과 돌봄노동을 주로 맡았지만, 아픈 몸으로 홀로 이 일을 맡는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였다. “십자가의 고통”뿐 아니라 힘이 없어 “설거지할 때
그릇이 날라 다니는” 등 상황은 종종 언급되는데, 남편과 갈등은 구체적으로 언
급하지 않았다. 부부 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 대안으로 그녀는 “병 뒤에 숨지 말
아야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을 묻자 다음처
럼 말하였다.

약간 그거는 합의됐다기보다 그 때 내가 마음이, 내가 아픈 건 스트레스랑 같이 왔
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안에 약간 경제적인 문제도 좀 같이 있
었고 남편이랑 그 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
스를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몸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아팠고. 그래서 더 남편한
테 “내가 아픈데, 니가 그러면 돼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하
지 말자는 생각에서 그 정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냥 이제 병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보
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가 뭐랄까?
좀 남편한테 좀 기생해서 산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고,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회복을 하고 내 몸이 허락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내가 내 삶을 내가 챙겨서 하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더 조금 그 때 건강해져야 된다 라는 게 되게 좀 강했다고 해
야 하나? 그 일 년을 그래서 되게 강하게 생각하며 보냈던 거 같아요. 사람이 되게 되
게 내가 독립적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프면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
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려면 아프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거 같거든요.

남편은 장시간 근무로 주말에 “빨래를 개고” “마음먹으면 청소를” 하고, “사
먹이든 해먹이든” 애들 먹는 걸 챙긴다. 그녀는 “그나마 그게 다행”이라 이야기
한다. “병 뒤에 숨지 않겠다”는 자신의 다짐은 병을 핑계로 나약해지거나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아픈 환자이지만 전업주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 하면 “남편한테 기생해서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면 타인에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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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남편에게서
“독립적으로” 사는 삶은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내가 갖는 가이드라
인”이 되었다. 2차 구술과 3차 구술에서 그녀는 남편의 실직 위기를 걱정하였다.
물론 가족 내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뿐 아니라 남편이 느끼게 될 감정
들에 대한 걱정 역시 포함되었다. 남편의 실직은 남편에게 “주류의 조직사회에
서 밀려났다”는 박탈감을 주며 “남자로서 성취욕”을 좌절시키는 일이며, 가족에
게 당장 경제적 문제를 낳았다.
손화연은 몸이 아프게 되며 깨닫게 된 가치도 있다. 이러한 가치는 “주류 사
회”와 맞지 않으며, “사회와 타인은” 그녀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도 주류사회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며, 앞으로
삶에 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2절 임선주: “이왕 아플 거면 덜 아프고 즐겁게 아파야 겠다”
임선주의 질병서사는 수험생과 사회초년생이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
는 곤경이 이야기된다. 중학생 때부터 손목통증이 시작되었지만 그 원인은 당시
인터넷 기자였고 취미인 컴퓨터라 지목된다.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취미활동
에 몰두한 결과 손목 통증이 생긴 것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기에, 임선주
는 통증을 숨겼다. 또한 사회초년생이자 계약직이라는 직업 지위는 “회사에 팔
려야 하는 상품”이기에 자신의 만성통증을 알려서는 안 된다. 수험생과 노동자
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자신의 만성통증을 치료하기보다 아대와 진통제,
파스 등으로 버티며 “막 쫓기듯” 살게 만들었다. 임선주의 질병서사는 아픈 존
재이자 사회적 존재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생애계획 조정과 협상이
강조된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실하고 순종적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사회
초년생에게 요구되는 부당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만성 통증으로 인한 변화로 이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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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육통이나 성장통인가 보다 했죠”
임선주는 1989년에 전주에서 태어났다. 1남1녀의 장녀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육학년 때 부모는 이혼하셨다. “두 분 선택에 우리는 딸려간 거”라, 임선주는 엄
마와 남동생 세 가족과 함께 살았다. 중학교 때 새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게 되
었는데, 그 과정은 “참 버라이어티”했다. 방학 때 “큰 아빠”라 불렀던 엄마 친구
집에 놀러 갔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 했다. 엄마의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뿐 아니라 친구들과 헤어지는 전학도 알지 못 한 채 임선주는 그
렇게 전주에서 경기도 파주로 집을 옮겼다. 새아버지는 당시 고등학생 딸이 둘
있었다. 임선주는 청소년기 자신을 학교에서는 “물 흐르듯 잘 흘러가긴” 했지
만, 집에서는 그러지 못 했다고 회고한다. “집은 내가 쉬어야 할 공간인데 대문
열고 들어가면 완전 지옥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언니들과 “싸우고 있
고, 동생과 자신은 쭈그려져”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 안 맞는 사람 여섯 명이 갑자기 모여 살게 되니” 생긴 일이었다. “갑자기
돌봐야 될 애들이 많이 생긴” 엄마가 자신을 “장녀로 의지”해온 것을 알기에 스
스로 단도리했다.
부모님은 “니 인생은 니가 살아” 주의라 “니 하고 싶은 거는 니가 벌어서 해
라” 하셨다. 임선주는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글쓰는 것을 좋아해, 기자인 삼촌 제
안으로 중학생 때부터 일간지 인터넷 기자로 일하였다. “거의 하루에 여덟시간
정도 데스크탑 컴퓨터로 작업하며” 기사 원고를 쓰고 선배기사 교정을 보고 자
료를 검색하고 정리하곤 했다. “블로그나 다음 까페, 세이클럽 같은 인터넷 채팅
이 유행할 때”였고, 저녁이면 친구가 하던 인터넷 방송을 보곤 했다. “귀여니가
유행할 때여서 친구들이랑 같이 인터넷 소설”도 썼다. 컴퓨터뿐 아니라 핸드폰
게임과 문자를 보내는 등 “상당히 손쓰는 일을 많이” 했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손목 통증이 시작됐지만, 스무 살에 처음 손목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자신의 통증을 “성장통”이거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써
“근육통”이라 생각했다. 임선주는 아픈 손목을 엄마와 상의할 수 없었다.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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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혼나기” 때문이다. 주로 파스를 붙이고 아대를 착용했다. 용돈을 모아 파
스를 사고, 테니스 선수였던 언니의 아대를 “몰래 한두 개” 썼다. 손목 아대는
친구들에게 “패션으로 이해될 때”였다. 임선주는 당시 ‘학교’라는 청소년 드라
마가 유행할 때라, “체육 관련한” 건 “좋아 보이는 줄” 알았기에 손목 아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2. 결절종 수술: “넌 운이 나쁜 거야”
임선주는 대학생인 2009년 봄 손의 굳은살이 “안 없어지고 점점 커지자” 종합
병원에 갔다. 의사는 결절이 “너무 진행되어 근육이랑 흡착”되어 있다며 수술을
권했다. 임선주는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놀랐지만, 곧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공고 상고 나온 애들은 컴퓨터 자격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즐거운 목소리로) “결
절종이 생겼데” 이랬더니 “야 그거 아무나 다 생겨. 나도 그랬어.” “야 그거 치료 어떻
게 하는데? 째냐?” “아니 주사로 푹 찔러서 물만 빼면 돼”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이렇게 됐데” “어, 넌 운이 나쁜 거야” “어, 그래? 나 수술한데” “야, 근데 너 손
을 수술했는데 눈이 찢어지고 코가 커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야, 나는 성형외과를 간
게 아니야” “야, 이참에 병원에 들어 누운 김에 다 뜯어 고치라고. 이때 너 인생을 역전
할 수 있다”고. “아, 시끄럽다” 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야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결절종은 “아무나 다
생기”는 질병이라 말했다. 친구는 그녀에게 “운이 나빠서” 수술하는 거라 위로
해줬다. 때마침 대학의 성적우수자 단기 어학연수에 선발되어, 임선주는 한 달
간 중국을 다녀온 뒤 수술하였다.
그녀는 수술과 입원 생활을 “신나게 놀았다”고 표현하는데, 학생으로 해야 하
는 공부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
터 남동생은 “잔병치레 많이 하는 쓸모없는 애”였고, 언니들은 기브스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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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프면 “엄마는 걔만 바라보고” 돌보곤 했다. 결절종으로 입원하자 임
선주는 부모의 관심을 오롯이 독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리고 “온전
히 휴식”하며 학교와 미래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좋았다. “귀찮은 일”은
다 보호자의 몫이고 병원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 퇴
원 의사를 묻는 질문에 “더 아픈 거 같아. 온 김에 육 개월 있으면 안 되나?” 이
야기한 기억이 난다. 결절종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기에 예후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원하는 티브이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기쁨이었다. 티브이 채널
선택권이 병실의 막내에게 주어졌다. “여성만 있는 병실의 좋은 점은, 아줌마들
이 드라마를 더 이상 뉴스나 야구에 빼앗길 수 없다”는 공감이다. 임선주는 “티
브이는 하나인데 여섯 명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 그녀는 보고픈 채널을 볼
수 없었다. 임선주는 자신이 보고픈 만화영화는 볼 수 없었는데, 아빠는 뉴스,
엄마는 드라마, 언니들은 뮤직뱅크를 보겠다며 채널을 돌렸기 때문이다. 티브이
채널로 여섯 가족이 싸우자, 아버지는 조그만 티브이를 사왔다. 그 티브이마저
남동생이 “게임보이를 연결해 맨날 게임만” 했다. “나는 티브이를 언제쯤이면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녀에게 티브이 채널의 선택권이 주어진
건 “진정한 의미의 휴식” 이었다. 또 항상 잔심부름은 셋째 딸인 자신의 몫이었
다. 어른들은 막내인 남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아들한테 이런 거 시켜”라
며 혼냈기 때문이다. 결정종 수술과 치유는 그녀에게 “온전한 나만의 시간과 나
만의 공간”을 주었다.
퇴원 후 두 달간 기브스를 하고 학교를 다녔다. 대학을 다니며 인터넷 기자로
글도 쓰고 아르바이트로 홍보 글도 썼다. 수술 자국이 흉터로 남아, 한동안 사람
들을 만날 때 콤플렉스가 느껴졌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약간의 벽이” 있고,
동성 친구들에게는 나의 고민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생각 됐다. 그 콤플
렉스는 이년 후 남자친구를 만나며 사라졌다. 남자친구는 임선주에게 수술 자국
은 콤플렉스가 아니라 “너의 일부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상처까지 이
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위로했다. 뽀얗고 흠 하나 없는 피부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하는 사회에서 남자친구의 조언은 큰 힘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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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 새끼 저거 벌 받은 거다”
수술 후 몇 년을 “계속 집에 환자들만 있었던” 시기라 회고한다. 이년 뒤 사촌
오빠가 자살하여 엄마는 충격으로 입원을 했다. 그 후에도 허리 디스크로 입원
하였다. 아버지도 장생피화생이라는 위장질환을 앓았다. 임선주는 4학년 기말고
사 즈음 아버지의 장생피화생이 발전해 위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병원으로 갔다. 큰 언니는 “결혼해 애기가” 있어 작은 언니는 “회사 때문에” 남
동생은 군인이어서 “오로지 나만 엄마 아빠를 캐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처음 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벌 받은 거”라 생각했다. 한참 사이
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임선주는 인터뷰 도중 잠깐 고민하다 자신의 “트라우마
같은”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다. 임선주는 새아버지에게 맞아 멍들고 피가 나 붉
게 긁힌 자신의 몸을 6년 동안 핸드폰 사진첩에 보관하였고, 그 사진을 연구자
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와 술에 취한 아빠가 싸우는 걸 말리다
생긴 상처이다. 임선주의 서사에서 가정 폭력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술 마시
는 “남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이라 명명된다. 그날 따라 “엄청 맞아” 경찰서에
신고했고, 언니들은 친아버지인 아빠 편을 들며 “니가 맞을 짓 하니 그런 거”라
며 폭력을 가정 내 훈육이라 항변했다. 네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와 한 집에 살
며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녀는 아빠와 “한참 사이가 안 좋
은” 시기를 보냈다. 그러다 암에 걸린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임선주는 “관계가
약간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꼿꼿하고 세던 양반이 힘들어지는 걸
보니” 그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면담자가 미웠던 마음의 “치유”에
대해 묻자 임선주는 수술실 앞 할머니와 만남을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아빠가 아프다고 들었을 때 진짜 솔직한 마음은 ‘아- 저 새끼 저거 벌 받은
거다’ 이러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죽으면 니 손해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병간호하잖
아요, 병원 딱 가가지고. 아버지 수술하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저
희 아버지 수술할 때 바로 옆방에 남편분이 수술하는데, 딱 저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맨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되게 못 됐는데. 수술하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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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미운 정이 들었나 보다. 되게 꼴 보기 싫은 영감인데
지금 보니까 되게 보고 싶다”고 그 이야기 들은 거. ‘아,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 자기도 사람이고. 뭐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꼭 미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건데. 내가
꼭 미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잘
못 된 거잖아요. 그때 저도 한참 사춘기였고 저희 동생도 사춘기였고 저희 언니들도
사춘기였고. 물론 거의 이십년 가까이를 다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집에 모
이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도.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 사람들도
부모가 처음이고 나도 자식이 처음인데,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맞춰서 살면 되지.
그때 철이 되게 많이 들었죠.

수술실 앞에서 만난 할머니는 “맨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못되게 했던 남편
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보고 싶어 하는 건 미운 정 때문이라 말했다. 어쩌
면 할머니의 말이 수술실 앞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비슷하다 생각했다. 술
마시고 엄마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새아버지이지만, 어머니를 아끼던 모
습이 떠올랐다. 돌아보면 새아버지는 자신이 바라는 아버지상에 부합하기보다
“엄마한테 잘 해주면 되는” 사람이다. 자신은 새아버지에게 “엄마의 부속물”일
뿐 자식으로 “다이렉트로 나를 좋아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서
로 각기 다른 생명체로 인식”하니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달라졌다. “그 전에 삶
에서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봤기에 “우리 엄마가 선택한 사람이니 내가
좋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다. 새아버지는 친자식도 하지 않는 병수발을
든 임선주에게 고마워했고, 술 마시면 종종 “얘 없이는 못 산다”, “못 해줘서 미
안하다”며 의지하곤 한다. 내가 아플 때 부모가, 엄마가 아플 때 아빠와 내가, 아
빠가 아플 때 내가 그렇게 서로 돌보게 되니, “누군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
줘야 하는구나를 인식”하게 되었다. 임선주는 “이렇게 둥굴둥굴게 살면 되겠구
나”라 생각한다. 가끔 친아버지와 그의 애인에게 연락 온다. 임선주는 지금 함께
사는 부모님 “여기만 케어하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 남동생에
게 “니가 알아서 해”라며 친아버지 연락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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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이 두 달 기자예요”
임선주는 2014년 여름 지역신문 기자로 첫 직장에 입사했다. 글 쓰는 사람이
막연한 소망이기에, “기본이 되는 거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해 매일 보는 신
문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신문은 딱딱한 글이지만 “딱딱한 거를 배워야 말
랑말랑한 글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해 사회부 기자로 일하였다. 사회부 신입 기
자는 경찰서, 도청과 시청 행사뿐 아니라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세월호 재판
취재를 다녀야 했다. 하루 “여덟 시간 아홉 시간”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니 손목
통증이 심해졌고, 노트북을 매고 다니니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세월호 재판
은 “민감한” 사안이라 녹음기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 가끔 노트북이나 핸드폰
전자기기 반입도 금지되어, 재판장의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의 말을 손으로
다 받아 적어야 했다. 파스를 붙이다 진통제를 먹고 찜질도 많이 해주고 나중에
는 반기브스도 차고 다녔다. 병원에선 “쉬어야 한다.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
지만 “정작 일은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하기에 의사의 권유는 따를 수 없었다.
겨울 즈음 취재원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 취재하다 부상을 당해
도 회사는 산재나 공상이라는 경제적 지원도 치료시간 확보라는 업무 지원도
없었다. 부당하다 느껴도 아무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은 “막내 기자”의 취약
한 위치를 일깨워줄 뿐이었다. 근무 시간은 9시에서 6시이지만, 사회부 기자로
취재해야 하는 사건들은 업무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취재 경쟁 속 신속한
보도 역시 기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기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새벽 시간
에도 항상 붙어있어야” 했다.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삶이, 아파
도 치료받을 수 없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한 달에 120만원 받던 월급의 2/3인 80만원이 취재 택시비였다. 업무용 차량은
“연차 있는 선배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경비는 “흔히 말하는 중앙신문사”에서
만 가능한 것이다.
직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워진 채 수습으로 살아야 했다. 수습 기간을 버텨
야 “진정한 기자가 된다”며 신입 기자를 대하는 태도는 지역신문사의 당연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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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문화로 여겨진다. 이 기간 동안 아픔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이야기되는데,
아프다고 말하면 “곧 그만둘 거라” 선배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막내 기자로
“내 존재가 없는 느낌”이 들었다. 신문사의 신입 기자 훈련은 도제식이며 훈련
이라는 미명 하에 괴롭힘이 지속됐다. 취재원과 밥을 먹을 때도 사수인 선배 기
자들은 “어이구, 밥이 넘어가?”라며 “오 분마다 돌아가며 갈구는” 전화를 걸었
다. 앞에 앉은 취재원과 통화하는 선배 눈치를 보며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계
속 괴롭힘을 받으며 기사를” 쓰곤 했다. 선배들의 “구박”은 “괴롭힘 수준이 요
즘 유행하는 갑질 이상”이었다. “기자들 사이 군기가 되게 세기” 때문이다. 일하
고 돌아오면 아픈 부모님의 간호도 해야 했다. 첫 직장은 통증뿐 아니라 10키로
가까운 감량이라는 임선주의 몸에 변화를 남겼다. 하루는 “대문을 열고 신발장
에 그대로 쓰러져 네 시간 동안 못 일어난” 적도 있는데 그 4시간의 기억은 “전
혀 없다”.
일가족 자살 사건을 취재하던 신입 기자에게 선배는 유서를 담임에게 보여주
고 반응을 취재하라 지시하였다. “엄마랑 같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 너무 행
복하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이런 조치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쓴 “열다
섯 살짜리”의 유서를 담임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자신을 “쓰레기”라 생각하게끔
했다. 이 일은 사회부 기자라는 직업을 계속 할 것인가 질문하게 했다. 자신이
취재하고 쓰는 기사는 “세상을 바꾸는 글”, “진실을 밝히는” 글이 아닌 사람들
의 호기심을 채우는 “일종의 가십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간 쓴 기사들도 “분
명 A는 B라” 써도 “선배들이 손을 보니 A는 C다”고 바뀌었다. “내가 내보낸 애
가 내 새끼가 아닌” 상황이 반복되고, 사회부 기자라는 일은 “내가 원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 신문사 사장이 했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니가
하고픈 말은 다 써라”던 말은 이 직장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임선주는 처
음에는 황당했지만 점점 “어차피 나는 안 돼”라며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

아프다 이러면 쟤는 꾀병 부리는 애, 곧 나갈 거 같은 애, 기존에 있었던 후배들이
뭐 두 달도 못 채우고 나가니까. “야, 두 달 기자. 두 달 기자” 이렇게 부르니까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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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거 같으니까 “야,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라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견디면 진짜 기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니가 나약한 거야”라는 식으로 막 뭐라
하니까. 그게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들고. 오히려 압박되는 거죠. 그게 되게 심했죠. 그
여자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
어뜯기 좋은 약점이 되는 그런 게 더 많은 거죠. “차라리 니가 남자였으면 내가 더 막
굴릴 수 있는데 니가 여자니까 봐주는 거야”라는 말 자체도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굴리던가. 어차피 굴리는 건 똑같은데, 니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니? 진짜 사람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 가지고 막 긁어내는 이런
느낌인데.

손목 어깨 통증도 있지만 교통사고 치료도 받지 못 하고 진통제만 하루에 열
개씩 먹으며 지낸 그 때, 입사한지 오 개월차 교통사고 후 한 달차 사회부 기자
일은 그만두었다.

5. “잘 맞는 의사를 만나는 건 천운”
임선주는 통증이 심해지면 집, 학교, 직장, 취재지 근처 병원을 찾아갔다. “부
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의사”도 있고, “진짜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되게 바쁘
니까 되게 틱틱 거리는” 의사도 있었다. 임선주는 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두 유형의 의사들을 이야기한다. 젊은 여성의 통증 호소는 쉽게 무시된다. 자신
의 통증과 치료에 대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는 의사, 고가의 검사를 권
하는 의사들을 만나면 병원을 계속 옮겼다.
임선주는 대학부터 아르바이트로 홍보 글도 썼는데, 특히 의료광고는 “수입
이 쏠쏠한” 일이었다. 병원 홍보 글 아르바이트는 임선주를 하루는 치아 미백
환자로 또 하루는 통증 환자로 또 하루는 탈모 환자로 만들어, “나도 모르는데
모든 질병에 대해 다 알게 되는” 경험을 주었다. “옛날에는 비포앤애프터, 큐앤
에이 형식으로” 병원 광고글을 썼다면, “지금은 의료법 때문에” 스토리텔링 형
식으로 광고를 쓴다. 병원 홍보팀이 준 환자의 칭찬카드를 바탕으로 “실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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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험한 것처럼” 광고를 작성한다. 이 일은 병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 명의라 광고하고 티
브이에 나오는 의사들은 “네이버 맛집”, “파워블로거” 같았다. 병원보다 “가방
속에 웬만한 비상약품을 가지고 다니며” 상황에 맞춰 내가 대처해 나갔다.
주변 사람들이 나름 통증에 효과적인 민간요법을 권하였지만, 별로 효과를 보
지 못 했다. 살은 계속 빠졌고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고
집 피우는 아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핸드폰,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트
위터로 “병원 좀 가라”는 지인의 조언에, “링겔 맞는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까
지 했다. 식사 약속에 나가면 병원에 끌고 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비를
내주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 여행길에 파스를 대량으로 사오거나 처방전이 필요
한 진통제를 보내주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임선주는 돌아보면 “나랑 잘 맞는 의사를 만나는 건 천운”이라 이야기한다.
의사와 신뢰 관계는 그 치료를 지속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자신이 수술했던
담당의사 “김과장”도, 우울증을 치료해주었던 의사가 바로 그 예이며, 아직 통
증 치료에 있어 “나랑 맞는 의사를 만나지” 못 했을 뿐이다. 통증은 환자의 자가
보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통증 호소는 쉽게 무시된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천운”이다. 병원을 떠돌아다니니 “병원이 모든 걸 해
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의사는 나의 아픔을 진단하고 치료를 권해도
그 결정은 내 몫이다. 의사는 환자의 몸만 보지만, 임선주는 환자이며 사회 초년
생인 기자이며 부모를 돌봐야 하는 딸로서 내 몸과 살아가야 한다.

6. “담배 끊으라 뉴스에 신문을 끊었다는 아빠 심정이 이해돼요”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로 오개월간 일하고, 잡지사 기자로 일 년을 일했다. 그
후 이년간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맡았다. 기자들이 취재한 사진을 분류
하고 등록하는 업무이다. 몇 달을 일하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신문 기사의
디지털DB 구축팀으로 보내졌다. 필름카메라로 촬영된 필름이 이백만장이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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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과 원본 필름, 촬영장소와 날짜, 인물을 데이터베이스
로 작성하는 일이다. 이 팀은 신문사 부장이 관리자로, DB 업무를 맡던 자신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 2명, 은퇴 기자 4명로 구성되었다. 임선주는 회사가
제시한 하루 업무량을 맞추기에 팀원들의 업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설명하
는데 1차 인터뷰의 30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 1990년대까지 신문은 한자와 한
글이 병기되었기에 옛 신문에서 사진과 기사를 DB로 옮기는 업무에, 담당자의
한자 이해는 업무량에 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두 명의 20대 계약직 직원에게 하
루에 만장씩 사진을 검토하고 DB를 작성하면, 네 명의 은퇴 기자들이 이를 검
수하도록 업무량을 제시하였다. 임선주는 이들이 작성한 결과물을 확인해야 하
는데, 미숙하고 느린 업무 능력은 그녀의 곤경의 핵심으로 묘사된다. 회사에서
제시한 하루 업무량이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부장은 업무량 조절이나
인원 충원이라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선주를 설득했다. 임선주는 가봉이라는
국가를 몰라 네이버 한자사전을 찾는 일화와 대한항공을 KAL이라는 약어로 표
기함을 모르는 “사년제 대학 나온 아이들”의 일화를 상세히 묘사하며, 이 업무
를 위해 뽑은 20대들이 “심각한 수준”이라 평가한다. 이는 전문대에서 4년제 지
방대로 편입하며 받았던 “종족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과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
때문이다. 그녀는 학벌이 한 개인의 지식과 업무 능력의 잣대로 이해되는 사회
통념에 대한 반박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하루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노동 강도는 점점 더 높아졌다.
문제는 같은 팀에 있던 부서장도, 업무 검수를 하는 은퇴 기자들은 컴맹이었
다는 사실이다. “엑셀도 모르고 타자도 못 치는” 컴맹인 은퇴 기자들과 부서장
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그때그때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도 그녀의 업무이다. 자료실의 사진과 기사에 DB를 작성하여 전산팀에
넘기면, 전산팀은 오류 데이터를 다시 보낸다. “전산팀의 공대 출신 사람들”이
보낸 자료의 언어를 이해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 역시 그녀의 일이었다. 같
은 팀의 20대 사람들보다 3개월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부장은 임선주를 이 팀
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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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고된 업무는 이들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량을 맞추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육체노동도 포함된다. 신문사 자료실에서
옛 신문이 담긴 책 박스를 가져온다. DB화하고 검수된 자료에 견출지와 숫자를
붙인다. 일주일에 한두번 두꺼운 책이 담긴 상자 칠팔십 개를 디지털화할 “업
체”에 맡기는데, 그 짐은 부장과 임선주, 업체 직원 셋이서 옮겼다. 은퇴 기자
“어르신들”은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 “내일이면 칠십이야”, “내 동기가 여
기 사장이야”며 이 작업은 거부하였다. 그 짐을 옮기고 “힘들어 죽겠는데” 부장
은 “그거 나르고 뭐가 힘들다고”며 면박을 준다. 임선주는 “아니, 세상에 노가다
도 비오는 날에 쉬고 다음날에 휴가도 있는데. 박스를 그렇게 날랐는데 쉬지도
못 하게” 한다며 성토하였다. 고된 육체노동 후 휴식 시간도, 이른 퇴근도 제공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일하니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졌다. 어
느 날은 “오십견처럼 팔이 안 들어졌다.” 파스도 붙이고 바르는 크림도 바르고
진통제도 점점 센 걸 먹었다. 진통제는 “목이 붓고 눈이 붓는” 부작용을 주었지
만, 일해야 하기에 진통제를 끊을 수 없었다. 마지막에 먹었던 진통제는 “암환자
들이 맨 마지막에 쓰는 몰핀 전 단계”였다.

고개가 안 돌아가서, 병원에 갔더니 촉진을 해보고 하잖아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회사 다닌다”고.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거는 거의 야구선수들이나 운
동선수들이나 나오는. 혹시 역기 드세요?” “역기 근처에 가본 적 없다”고. “아니 근육
이 이 정도 이 모냥이 될 거면, 이거는 거의 투포환 선수나 야구선수나 아니면 역기 드
는 선수들이 이런 거지.” 그때 한의원 가고 이랬을 때는 “아, 쓰지 마세요” 병원 갔더니
“근육 파열이 됐네요. 너는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재활해야 된다. 어깨가 없다고 생각
하고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고. 나는 당장 박스 칠십 개를 날라야 되는데. 그렇게 갔
다가... 병원을 끊었죠. 아빠들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담배 끊으라고 뉴스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 신문을 끊었다”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구요. 나는 어차피 계속 아플
거고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닐 거고. 회사가 나를 자르지 않는 한 나는 여기 계속 다닐
거고. 내가 뭐 힘들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건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아
픈 걸 확인받으러 가는 거고. 내가 돈을 안 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니까 병원을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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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자신의 몸은 프로 선수처럼 “근육 파열이” 된 것이며, 몸을 위한 조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숨만 쉬며 재활을 해야 한다”고 의사는 이야기했다. 아파도 “회
사를 계속 다닐 거니” 의사의 권고를 따를 수 없으니 “병원을 끊게” 되었다. 그
렇게 계약 기간 2년 만근을 채우고 3번째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에게 만근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한 번도 계약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퇴사하였기에, “만
근하면” 지급되는 10만원 상품권의 의미가 강조된다.

7. “너 나 죽으면 울어줄 거냐?”
첫 직장, 두 번째 직장을 다니는 1년간 “스트레스로” 20키로가 빠졌다. 사람들
은 그녀를 걱정하며 이 병원 저 병원을 추천해 주었다. 분명 손목이 아파서 병
원을 갔는데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 “내가 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하지?” “돌
팔이가 아닐까” “나한테 약 파는 걸까?” “이래놓고 병원비 왕창 받아가는 거 아
닐까” 의심과 불신이 들었다. 근데 “일단 누구한테 막 털어놓고 나니 마음에 위
안이” 생겼다.
임선주는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아픔이 “예민해서” 그런 건지 물었
다. 의사는 약물치료보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즉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따르라 권했다. 돌아보
니 자신의 우울증은 “아플 때는 나보다 회사생활이 우선”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직업 지위, “돈을 받고 일하는” 상황은 아
파도 모멸감을 느껴도 자신의 업무를 다하며 “견뎌야 된다” 여겼다. 일할 때마
다 나는 “회사의 한 부속품”으로 일했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취약한 위치는 회사
에서 “나의 존재는 영”인 비천한 무존재로 일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몇 년 전 자
살한 사촌오빠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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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식이 자꾸자꾸 쌓이다 보면 아~ 사촌오빠가 이렇게 죽었구나 생각이 들게 되
고. 나를 그쪽에 맞추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
이 있나? 이런 생각부터 오만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생각이 폭발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친구한테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요. “야, 너 나 죽으면 울어줄 거
냐?”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랬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야, 좋다고 내가 레깅스 입고 가
서 니 무덤 앞에서 춤출 거다. 이 년아.” (웃음) “아 그렇구나.” 어떤 친구는 “외장하드
는 지워라. 핸드폰 포맷시켜야 하는 거 알지?” (웃음) (면접자: 핸드폰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니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나중에 까
발려졌을 때, 너 말고 남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 알지? 친구
들끼리 야한 이야기한 거 꼭 지워라. 외장하드 야동은 지우고 죽어” 그때 친구들 역할
도 되게 컸던 거 같아요. “어휴, 난 울어줄 거야.” 뭐 이러면 (울먹거리며) “우이씨. 얘
가 울어 준데”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데 “야, 죽을 거야? 언제 죽어? 화장이 좋아? 매장
이 좋아? 내가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 어떤 친구는 (웃음) “야, 나 육개장이 싫으니
까 국수로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오히려 그
런 게 더 도움이 되죠.

자신이 “그런 상황에 내몰리니” 몇 년 전 자살한 사촌오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도 치료할 수 없고, 이름 없는 두달 기자라 불
리며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들, 일하는 존재에게 존엄이란 없었던 순간들
은 그녀에게 통증이라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하는 정
신적 고통을 야기했다. 그 모든 것을 신입사원 훈련이며 “기자들의 문화”로 정
당화하는 조직 문화를 문제라 여기지 않고, 이에 적응하지 못 한 이들을 “나약
하다” 말하는 “어른들”이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었다.
임선주는 1차 인터뷰 때 자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였다. 중학생 때 인터
넷 기자로 청소년 자살 기사를 자주 접했다. 당시 자신이 살던 지역에 자살이
이어져 한 마을에 “네 명 이상 자살하면 학교가 폐쇄될 수 있다”는 소문에 “학
교 안 가도 될” 가능성에 “한 명만 더 죽으면 되”냐며 말한 기억이 있다. 지금
돌아보면 철이 없어서 한 말이었다. 그 때만 해도 자살은 먼 타인의 문제였다.
대학생 때, 카이스트 한예종 학생들의 자살 소식을 접했다. “똑똑한 천재, 예술
하는 똘아이”이기에 자살할 수도 있다 여겼다. 열심히 노력하는 천재들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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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처럼 열심히 안 하면” 된다 생각했다. 사촌오빠의 자살은 엄마와 친척들
이 입원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지만, 몇 년 뒤 가족들은 그의 나약함을 문제라
말하였다. 몇 년이 지나자 친척들은 “죽을 놈이니까 죽은 거야. 군대 갔다 온 놈
이 그런 것도 못 해?”라며 그의 나약함을 비난한다.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안타
까움이 아닌 “우리 집안의 수치”로 이야기하는 가족들을 보며, “저건 아닌데 생
각”이 들었다. 젊은이들의 자살에 붙는 “나약”과 “도태”라는 낙인을 붙이며 피
해자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은 취재로 참관한 세월호 참사 재판에서도 다시 발
견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피고인들은 “난 잘 못 한게 없고. 배를 탄 니네가 잘
못이야. 니네가 안 간다하면 배 안 띄웠지. 못 내린 니네가 잘못이야”란 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기자로 세월호 참사 재판을 보며, 임선주는 “이 나라
에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하니 우리는 미래가 없어”란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라면 적어도 자기 애들을 보호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재판장에서 만난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다. 어른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대체
정부가 뭔데?”란 생각으로 이어졌다.
임선주의 질병서사는 “자살”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젊은이들
이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 “아이들을 구하지 못 하는” 사회는 바로 어른
들이 만든 것이다. 임선주는 세월호 재판을 취재하며 이 참사의 제3자라 생각했
던 자신이 “어느 순간 그 일에 일조하게 되니까 마음의 빚”이 생겼다. 세월호 참
사는 “나보다는 어른들이 일”이었고, “그때 어른들이 못 했으니 지금의 내가 흐
르면 그 나이가 될 텐데” 내가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
하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8.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임선주는 아프고 난 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말
을 자주 하였다. “이렇게 사는 삶”은 “막 쫓기듯 사는 것”이다. 이는 “남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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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가면 도태되고 뒤쳐진다” 생각하며 나를 채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선주는 전문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였고,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전문대를 다닐 때는
친구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꿈이 뭐냐고 하면 취업”라 말했다. 편입
한 학교 친구들은 방학 때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가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공무원”이라 말했다. 4년제를 가자 “환경의 차이가 확 나”고 “간극 같은 게
느껴”졌다. 편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일이년은 남들보다 “도태되고 뒤쳐진다”
느낌이 들었다. “전문대 동기들은 이미 취직해서 대리 달고 그런 때”였고, “사년
제 동기들은 대학원을 갈지” 고민하던 그때, 첫 직장에 들어가니 “나보다 두세
살씩 어린 애들이 선임기자를 달고 있으니” 뭔가 불안해졌다. 회사에 들어가
“일도 제대로 못 하니” “맨날 혼나고 자존감이 거의 영”인 날들이 이어지자, “모
든 걸 내 탓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산다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친 거” 같고, “뭘 해도 안 풀린다” 생각이 들었다. “이렇
게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란 질문만 머리 속에 맴돌았다.
만성통증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고하게 한다.

내 건강이나 뭐에 영향을 미칠 거 같은면 안 해요. 약간 한 발 물러나서기도 하고.
좀 어느 선에 있어서 내가 감당 못 할 거 같아도 예전에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다가
정 못 하면 ‘내가 부족한 거야’였는데. 지금은 해봐서 안 될 거 같으면 ‘그래도 내가 하
고 싶으면 한다.’ 이런 느낌. 예전에는 되면 한다였는데, 지금은 ‘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면접자: 좀 더 여유로워진 거 같네요.) 네,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포기를 받아들이는 거에도 되게 둥글둥글해지고. 예전에는 뭘 했을 때 포기를 하게 되
면, 그거에 되게 매몰돼서 내 탓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고, 내 탓을 되게 많이 했
는데. 지금은 ‘아~ 내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운이 나빴던 거야’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또 하면 돼. 아니면 아 이 거는 내 길이
아닌 거지 나랑 안 맞으면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냥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부모님에게 “뭔가 보탬이
도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다. 먹는 것도 가는 곳도 “엄마 아빠가 먼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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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상 부모님 스케줄에 맞춰서” 내 약속을 정했다. 돌아보니 딸로서 사회초
년생으로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기에, 이는 몸을 돌
보지 않은 채 주어진 일들을 해야 했다. 아프고 나니 딸로서 신입사원에게 요구
되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살피기 시작
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다 보니 나름의 기준이 생겼다. 타인의 요구를
“백 프로 맞추줄 수 없고 서로 다른 객체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어른들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도 어른도 “서로 다른 개체”이며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니, 여유가 생겼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은 작은 실수도 “내 탓이고 내
잘못”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지금은 “내가 즐거운 거”면 “돈은 못 벌어도 상관
없다”라 생각하니 실수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다. “내가 아플 거라는 건 현실”
인데 굳이 약을 먹고 “이걸 꼭 싸워야 돼” 하나 생각이 어느 날 들었다. “어차피
아플 거면 이왕 아플 거면 좀 덜 아프고 즐겁게 아파보자 생각”이 들었다. “완벽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의 부
족함이 “꼬우면 리셋하고 다시 태어나면 되지만, 그건 안” 되기에 “이번 생은 망
했어. 그냥 살면 돼”라 이런 식으로 즐겁게 너그럽게 살려 한다. 만성통증을 지
닌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즐겁게 겪어낼 수 있는 과정”이 무얼까 답을 찾는 것
이 그녀에게 가장 큰 화두인 것이다.

3절

젠더화된 기대와 규범에서 벗어나기

조정의 서사는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으로 가족과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돌아보며 협상하는
이야기이다. 아픈 이는 자신의 질병을 알리면 환자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의 배려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손화연과 임선주의 서사에
서, 아파도 자신이 가족 내 수행해야 했던 돌봄과 가사노동은 엄마로, 딸로, 아
내로, 며느리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부당하며 어떻게 이를 조정하는가는
만성통증 관리로 이야기된다. 여성들은 만성통증으로 가족과 친구 등 친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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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헌신했던 자신을 돌아본다. 이들이 아픈 몸과
협상해내야 하는 사회적 기대는 젠더화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여성들이 가족과
친구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어떠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문제라 말하는지, 이를
둘러싼 젠더 동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가족 내 역할과 의무의 조정
여성들은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만성통증 발병과 만성화에 중
요한 요인이며, 통증 관리를 위해 이전에 자신이 수행했던 일들을 재검토하고
조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손화연의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 관리는 첫째,
남편에게 기생하여 살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둘째, 엄마, 아내, 딸, 며느리
의 역할에 밀렸던 나라는 존재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순위가 밀린다는 거. 어. 그게 제일 뒤로 뒷
순위로 간다는 게. (잠시 침묵)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게 제일 신경이 쓰이는데 왜냐면,
아직 사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살 날이 많잖아요 많고 이런데. 음... 나이가 더 먹
기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박으로 오는 거 같아요. 마흔 다섯 때부터 그런 강
박이 있는 거 같아요. 뭘 하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지 더 나이 들면 기력이 더
없어지면 마음먹은 것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손화연]

손화연은 전업주부로 엄마, 아내, 며느리, 딸로서 아픈 시어머니와 어린 아이
들을 돌보며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그녀는 방과후 교사
로 일하다 만성통증과 갑상선 항진증으로 그녀는 일을 그만 두었다. 아픈 몸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그녀는 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용량이 적은” 자신
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지” 생각했다. 그렇게 큰 아이 임신으로 그만 둔 사
회복지사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사회보장이
허술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부터 “바짝 벌지 않으면 노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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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졌기 때문이다.
임선주는 딸로서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았다.

예전에는 그냥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돈은 못 벌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는 알게 모르게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돼 라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부모님이 나한테 그걸 바라지는 않는데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보탬이 돼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게 좀 있어서 항상 내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 아빠 먼저 물어보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 먼저, 내
가 뭐 하고 싶고 누굴 만나고 싶어도 항상 부모님 스케줄에 맞춰서 이런 거였는데. 지
금은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고, 약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하나의 객체로
서로를 바라보는 느낌. 어차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백 프로 맞춰줄 수 없고 저 사람들
도 나한테 백 프로 맞춰줄 수도 없고. 이제 다른 객체라는 걸 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약간 어른들의 부속품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의 인간이
고 어른들도 하나의 인간이고. 서로 다른 개체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임선주]

임선주는 아픈 뒤 장녀로서 해야 하는 역할 의무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려 한다. 20대 초반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을, 어머니는 우울증과 척추 질환으로
투병을 하며 아픈 부모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장녀이면서 성인이 되
어도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에 부양과 돌봄은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다. 사회초년
생이라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아픈 부모를 돌보며 점차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
지는 사라져 갔다. 퇴근 후 아파도 집안일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지?” 질문이 들었다. 통증은 가족 내 역할과 헌신이 누구에게 요구되는지, 딸,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여성의 만성통증을 향한 불신은 가족들조차 자신의
만성통증을 믿지 않으며 가족 돌봄을 당연히 요구하는 곤경을 낳았다. 전업 주
부인 문미라는 스스로를 “열심인 며느리”로 그리는데 자신이 수행한 며느리 노
동을 상세히 묘사했다. 통증에도, 제사와 상갓집, 김장 등 시가 대소사뿐 아니라
귀농하는 시부모의 집을 짓는 일꾼들 식사와 새참 준비부터 이사, 집들이까지

- 267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홀로 맡았다. 아픈 몸은 며느리가 하는 노동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며 “고마
할 줄도 모르는 노인네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심의
근거가 된다. 문미라는 시부모와 협상이 불가능하기에 “연을 끊는” 방식을 선택
한다.

어우, 시집살이 못 하겠구나 생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서 한순간에 다 끊어 낸 거
같아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열
심히 살았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아놓고 억울하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에너지
를 나한테 썼어야 해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저 노인네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잠시
침묵) 그래 가지고 저 노인들은 좋은 거 먹고 막 대학병원 다니고 하는데, 나는 동네
한의원 다니면서 덜덜 떨고. 이게 뭐야 추잡스럽게. 내가 남편한테 막 그런 이야기 했
었어요. “자기 엄마가 나보다 혈색이 더 좋아.” (중략) 완전 막말로 나는 완전 개털 됐
어. 나 완전 병신 됐어.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니네 엄마 아버지 수발들다 내 몸만 아프
고. 애들 키우느라 누구 하나 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도 없고. 늙고. 막 이런 분노가 여까지 왔었지. 근데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술로 달랬
다니까요. 근데 나아진 거보다 첫 번째가 포기한 거, 포기한 거. 아 이제 며느리는 못
하겠다. 무의미한 육체노동은 하지 않겠어. 그리고 엄마하고도 인연을 끊는 거. 엄마한
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힘들어. 이러이러해서 아파.” “야, 애 키우는 여자가 다 그렇지.
김서방이나 잘 챙겨라.”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것(친정엄마와
연락)도 끊었어요. 처음에는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죄책감이 들고. 어떻
게 하나 누가 욕하면 어쩌나. 누가 내 사정을 안다고 나를 욕 해? 아무도 모르는데. 내
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문미라]

문미라는 전업 주부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으로 과도하게 시달린 몸을
인정하고 공감하지 않는 친정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다.” 늦게 퇴근하는 남편 때
문에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을 가려 하면, 어머니는 “애 키우는
여자가 다 그렇지”라며 그녀의 통증을 심각한 질환으로 여기지도 않고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는다.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들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그녀는 친정 엄마와 인연을 끊었다. 이처럼 문미라는 며느리, 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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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연히 수행했던 일들과 비난에 대해 질문했다. 만성통증은 “지긋지긋한 두
여자의 굴레”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만성통증은 문미라에게는 가족들을 위
해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함께 감당해야 할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임선주와 문미라의 만성통증은 부모의 질환보다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
어, 가족 돌봄은 이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아파도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곤경은 딸, 엄마, 며느리로서 가족 내 주돌봄제공자였던 여성
들의 서사에 주로 이야기된다.

그게 따로 노는 거 같아요. 머리는 분명히 내 몸이 중요하다고, 니가 최고다, 니 몸
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거 때문에 힘
든 거 같아요. 머리는 분명히 특히 아플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야 해?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아파도 그냥 뭐 식구들 조금 참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
픔이 이제 조금 그럴 때는 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뭔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은미]
달라진 적은 빨리 식기세척기를 사야 하는데, 하하하. (웃음) 식기 세척기를 빨리 못
사고.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걸레질할 때 걸레를 구부리는 게 힘드니까 마대자루를 사
서 미는 정도? 설거지를 한 번에 안 하는 거, 몰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애들한테 더
많이 이제 청소나 이런 거를 같이 나눠서 하는 거. 그니까 그게 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애들 어릴 때는 막
유기농 다 막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런 강박도 잘 사먹습니다. (웃음) 동원 배달 앱
좋아요. 반찬 배달 아침에 새벽에 딱 들어 왔어요. (웃음) 이런 것도 조금 물론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너무 막 갉아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가 있을까? [지
소연]

통증은 가족 내 역할과 헌신이 누구에게 요구되는지,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이은미는 “식구들을 위해 참지만” 아파도 이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지?”란 질문이 든다. 왜 아픔을
참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일은 왜 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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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연은 3살 10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이다.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 때
문에 만성통증과 이명에도 홀로 가사와 돌봄을 전담한다. 그녀는 반찬 배달앱과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가사노동 회수와 강도의 조절한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엄마 역할을 수행하며 아픈 몸에 직면하며, 자신을 “갉아먹
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가족구성원의 가사와 돌봄 분배를 요구할 수
없을 때, 여성들은 상품화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가족
내 다른 이들에게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요구할 수 없다고 여긴다. 전업주부인
지소연의 가사노동 줄이기 전략은 단순한 소비라기보다 젠더화된 기대에 대한
협상으로 이야기된다. 이는 첫째,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당연히 수행했
던 자신의 가사와 돌봄에 질문하기, 둘째, 가족 내 자원 분배에 있어 자녀와 배
우자뿐 아니라 통증을 지닌 전업주부인 자신의 몸도 존중하기, 셋째, 아픈 자신
의 존재를 가족의 부담과 짐으로 여기지 말고 당당해지기를 의미한다.
여성의 질병서사는 가족의 생애주기와 가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 배분과 자신의 만성통증을 연결지으며 조정하는 과정을
담는다. 여성들은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
는 수행했던 일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은 누구의 헌신으로 그 많은 일들이
무리 없이 지탱되어 왔는지, 그러한 헌신에도 가족 내 취약한 위치인 자신을 확
인하며 이를 재편하는 계기로 이야기된다. 통증이라는 만성 질환은 중증 질환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통증은 오로지 개인의 가족
의 짐으로 갈등으로 여겨지며 특히 여성들은 대체할 수 없는 가족 내 역할로 인
한 그 고통을 이야기한다. 여성들은 가족 내 젠더화된 역할 기대를 재고하고 조
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만성통증 관리로 명명한다. 이는 만성통증이
라는 질병이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족 내 자신의 역할을 협상하는 기회를 제공
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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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종적 여성상의 거부
여성들은 만성통증으로 인한 변화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순종적 여성상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 임선주의 질병서사처
럼, 20대 여성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특히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변화로 이야기한다.

변화가 일단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진짜 소심했거든요. 완전 극소심 트리플 에이형이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더 이상 남 눈
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눈치를 보는 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될
말은 하고. 좀 더 나에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고. 되게 막 발발거리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외향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전보다 말할 때
제스추어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약간 고슴도치 같아졌다
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되게 막 햄스터 같고 이랬는데. 약간 고슴도치.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가시 팍 세우고 뭐라 하기도 하고. 가끔은 능글능글 맞게 하기도 하고. 전보다
는 그래도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 되게 충실해지고 되게 숨기는 게 없으려고 하고 좀
그 때 그 때 제깍 제깍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임선주]
약간 말빨이 느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그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연예인을 지망하거나 그 아이돌을 지망하는 그런 친구들 수업
을 하는데. 사실 다리 안 찢어도 되거든요. 저 못 찢어요.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굳이 막 안 해도 되는데, 학원에서는 기획사에서는 다리 찢는 걸 플러스 알파로 보니
까 “시켜달라. 애들을 굴려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시잖아요. (면접자 : 더 빡세게.)
네 그러면. 애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끔씩 애들이 “아니, 너무 힘들다. 선생님 되냐?
선생님 해봐요.” 저는 못 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말빨이 별로 안 좋았을 때 같은 경
우에는 (걱정스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어우, 나도 사실은 잘 못 해. 근데 학원에서
하라는데 너 해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딱딱한 어조로) “너 돼? 너 되면 보
여줄게. 다 하고 이야기해. 그럼 보여줄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할까. 아
프고 나서 저를 더 신경 쓰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만해 보일 수 있고 안 좋
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 같아요.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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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은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임선주는 “트리플 에이형일 정
도로 극소심하여”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는 말도 못 할 정도였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할 말을 적어 읽었다. 아프고 나니 타인의 시선보다 “나에게 더 집중”
하게 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되도록 해야 겠다” 생각이 들었다. 장슬기 역시
통증으로 자신의 몸에 집중하며, 무대 공연을 제외하곤 연습과 강습에 과도하게
몸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장슬기는 “말빨이 세진 것”을 아프며 생긴
첫 변화라 이야기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은 사회초년생, 특히 젊은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문화적 기대를 보여준다. 자신
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히 표현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까 우려했지만, 신체의
한계성을 인식하며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몸을 우선시하려 한다. 사회적 역할과
관계에 있어 사회문화적 기대를 수용하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
게 되었다는 점을 큰 변화로 이야기한다. 몸의 한계를 알고 조정하는 것은 그녀
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 따라 “나를 맞춰
살았던” 모습들에서 벗어나려 한다. 내 몸이 무리가 올 정도로 타인의 요구에
맞추지 말 것은 20대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순종적 여성상”에 대한 거부를 의미
한다.
만성통증은 자신을 괴롭혔던 관계들과 단절하는 결심의 근거로 이야기된다.
타인의 평판보다 자신의 몸을 판단 중심에 두고, 몸을 재생할 수 있는 시간 확
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어릴 때 친구여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냐, 진짜 계륵이었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근데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웃음) 스트
레스를 줄만한 여지는 차단시키자,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결혼의 그 나이 때
에는 내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올까 안 올까에 대해 하객관리를 위해 친구를 유지했단
말이예요. (웃음) 그리고 뭔가 내 결혼식에 와서 비쥬얼을 해놓을 만한 친구들, 그런 식
으로 나랑 뜻이 통하지 않아도 ‘그래 얘는 와서 이 정도의 그런 거니 해줄 수 있다’라
는 되게 이기적으로, 저도 이해관계를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 272 -

5장 조정의 서사와 성찰하는 자아

결혼과 너무나 멀어진 나이가 되니 그런 거에 미련두지 않게 되니. 너무나 제가 냉철
해진 거죠. 너 따위 필요 없어. 제가 정말 결혼을 해도 정말 소수의 내 결혼식을 진짜
축하해줄 진짜 한두 명 친구만 와도 난 인생 성공이다. [최유리]
맞아요. 뭔가 이제 한참 하다가 “아파서 못 하겠어.”라고 했을 때 오는 반응 피드백
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변에 남는 사람들 보면 뭔가 타인을 이해주는 사람은 남는 거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조금 못 된 걸 수도 있는데. 막 무슨 이야기하다가 일부러 아프다고 할 때
가 있어요, 제가. 근데 상대방 반응이 “야, 너만 아파? 나도 아파.” 이러면. ‘아 이 사람
이랑은 깊어지지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면접자: 걸러내는 좋은 장치
네요) (웃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장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악의를 갖지 않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골라서 만나고. 나한테 좋은, 그동안에는 내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이
런 사람들을 위한 누구로 살았다면, 내가 정말 아파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아
프면 끝인 거예요.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이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이런 식으로 중심이 딱 바뀌게 되고. 이게 나에 대한 중심이 딱
서게 되니까 [임선주]

인간관계에 있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
다. 최유리는 자신을 “항상 평가절하하는” 친구를 마치 적처럼 행동하는 친구를
뜻하는 영어 frienemy라 명명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친구로 지냈던 이유
는 바로 언제할지 모를 결혼식 때문이었다. “결혼식에 와서 비쥬얼을 해놓을 만
한 친구”는 인맥이라는 활발한 대인관계로 자신의 사교성과 사회성이라는 본인
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최유리는 인맥 관리라는 목표로 그
와 친교를 이어가지만, “결혼과 너무나 멀어진 나이가” 되고 통증으로 몸과 마
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냉철하게”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장슬기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몸을 사용하며 힘들어지거나 혹은 그런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했다. 낙인 경험
은 상대의 몸,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타인의 아픔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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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젠더화된 기대에 저항하는 셈이 된다. 타인의 의견을 거절하지 않는
순종적 여성에 대한 기대, 이에 못 미칠 경우 비꼬기 및 평가절하 등의 은밀한
공격마저도 이해해야 하는 착한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기대이다.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가족과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재편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들이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 기대와 그에 따른 역할
은 젠더화되어 있다. 통증을 지닌 이들은 이전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규범이
아픈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여자다운
행동과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자신의 성별화된 신체에 적합한 인성적 도덕적 특
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신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혹은
자아감의 훼손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젠더화된 기대에서 자
유로워지는 것이다.

4절

일하는 삶과 관련된 문제들

질병서사에서 일의 공간과 관련된 문제들은 만성 통증의 비가시성과 통제불
가능성으로 일터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아픈 몸으로 일하기 위한 개인화된 전략
으로 이야기된다. 만성통증은 질병서사에서 분명 직무와 노동강도로 해석되지
만, 일터에서는 직업병이 아닌 노동자 개인의 자기관리 문제로 경험된다. 본 절
에서는 손화연과 임선주의 서사에서 이야기되는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일하
고 살아가는 문제들, 아픈 노동자를 향한 낙인,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노동자 몸
에 규범화한 기대들과 이들의 개인화된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일터에서 통증 숨기기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일터에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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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이상적 몸이라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일터에서 배제되는
현실 때문에 건강한 몸(able-body)인 양 통증을 숨기는(passing) 방식으로 대응한
다. 임선주는 1차 면담에서 분명 산재이지만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없고 아파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로서 취약한 상황을 30여분 가량 상세히 묘사한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아프면 집에 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
지 해고될 수 있다는 느낌? 아프면 내가 완벽해야 되고 자꾸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
가 되니까. 이게 20대부터 한 30년 동안 나는 일해야 되고 내가 회사에 팔려야 되는
상품이고. 나는 이 회사와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부속품이니까 내가 아프면
이 회사가 망할 거야는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스페어 처리될 수 있는 부품이기 때
문에, 얘한테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니까 나는 아프면 안 되라는 게 오히
려 자기방어를 하면서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아프다는 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냥 영혼을 버리고 기계가 되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
말 9시 땡 하면 출근하고 기계처럼 막 하다고 6시 땡하고 나가는 순간 나는 살았다 이
런 거? [임선주]

일터에서는 일하다 아파도 어떠한 지원도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숨겨야 한
다. 임선주는 “아프면 집에 가”라는 말의 전제들을 이야기한다.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는 “언제든 스페어 처리될 수 있는 부품”이라는 기계로 비유된다. “기계
처럼” 일하는 존재라는 비유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보다, 고장난 기계
가 다른 부품으로 대체되는 일터의 정치학을 드러낸다. 노동자의 이상적 몸은
외양뿐 아니라 힘과 에너지, 움직임, 기능, 적절한 신체 조절 능력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임선주는 만성통증에도 “아프면 안 되”라는 주문을 걸며 감추는 것이
다. 이러한 대응은 일터에서 강조되는 생산성, 그 생산성을 달성해야 하는 노동
자의 이상적 몸, 그리고 경기 침체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
이다.
이들은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노동
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가를 이야기한다. 일
터에서 생산성과 성과가 강조될수록,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에게 속도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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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된다.

일단 손목이 아프면서 ‘이거는 감기 같은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이게
일을 할 때는 지장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일을 하는데, ‘지
장이 있다고 이게 감안하고 넘어갈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아프니까 이건
아닌데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그 흐름이라는 거 이런 것을
내가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계속 느낌이 와서. 그게 조금 불편해
요. [홍혜지]
어 갈등, 근데 그게 그 점에서는 제가 의지력이 강하다는 말보다는 독했던 거 같애.
그니까 개인의 문제로 일에 지장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니까 기어서라도 갔어요. 기
어서라도 갔고 제 몸 상태로 때문에 일이 뒤틀어진 적이 없어야 하니까 제 몸 상태로
저에게 불리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줘야 할 거 안 주고, 부탁한 건 안 하고 이런 적
은 없었어요. 이런 적은 없었고. 제가 필요한 거니까 받아들였던 거니. 어, 극심한 고통
도 생기고. 근데 그거는 그 조직사회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제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제가 불이익
을 받은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송범근]

만성통증이 참는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거나 줄지 않기에, 이들의 곤경은 바
로 여기서 시작된다. 몸은 업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의식되지 않는다. 근
육, 관절, 힘줄, 신경 조직의 작동은 일하는 능력을 방해할 때 자신의 존재를 드
러낸다. 홍혜지는 통증을 “감기 같은 거”라며 사소한 아픔으로 여기며, 아파도
“일의 흐름을 끊을 수 없다”며 일을 계속 한다. 송범근 역시 자신의 통증은 “조
직 사회도 모르”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통풍으로 몸이 아
파도 아픔은 “개인의 문제”이며, “기어서라도” 일하러 갔다. 이들은 아픔을 감추
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 하였기에 “불이익”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통증
은 일에 지장이나 방해이지만 개인의 의지로 “독하게” 일해야 경력을 이어갈 수
있고, 아파도 진통제를 먹으며 참고 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증으로 아
파도 이전 속도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은 이들에게 개인적 전략을 모색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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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진통제, 통증 주사 등을 맞으며 계속 일하는 경험으로 이야기된다. 이
들은 일터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몸과 통증을 지닌 나의 몸 사이 간극이 존재함
을 실감한다.

넉넉하게 서른다섯 명 정도가 한 팀에요. 근데 이분 전부가 손목이 아픈데 (웃음) 거
의 다 그러거든요. “어, 그거 아파.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시간 일하고 십분 쉬자.” 막 이런 게 안 되니까. 다 같이 아픈데. “우
리 다 한 시간 일하고 십분 쉬고. 그 십 분 동안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자.”라고 나오는
내용은 없고. 일이 바쁘면 당연히 ‘내가 아픈 것보다는 일을 먼저 해야 돼’ 라는 흐름이
좀 커요. 그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 (웃음)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돼. 자기 몸은 스스로 관리해야 돼. 이게 아픈 거
는 너가 관리를 못 해서야.” 그런 흐름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일부러 (아
프단)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테이핑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누가
봤을 때 “어, 너 손목 아파?” 그러면 “네, 좀 아파요.” 이 정도지 “어 그럼 파스를 붙여”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이게 큰일이다. 좀 쉬고 너 좀 스트레칭하고 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기분은 아닌데. 다들 그러니까. [홍혜지]

홍헤지의 서사는 일하다 아파도 노동자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터
의 정치학을 보여준다. 홍혜지는 자신의 손목 통증을 직업병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 동료들 모두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상사는 손목 통증은
“원래 아픈 거”며,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하”며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
이기에 직업병 역시 자기 관리의 문제라 훈계한다. 일터에서 이상화된 몸은 생
산성 있는 몸뿐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몸이다. 사무직 노동자가 컴퓨터를 종
일 사용하여 손목이 아픈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지만, 그 책임은 노동강도나 과
정을 결정짓는 회사나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자기
관리담론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지켜야 할 규율로 더 강조되는 것이다. 분명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하루 동안 가장 자주 하는 동작과 자세로 설명되며
직업병으로 이야기된다. 자신의 통증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나
사회적 인정이 없더라도, 의료진들은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몸에 무리

- 277 -

만성통증 질병서사를 통해 본 젠더화된 질병 체험과 자아 전략

를 주는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라 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이상적 몸은 생산성 있고 스스로 관리하는 몸으로 제시되기에, 일하다 아파져도
그 아픔은 일터의 문제로 명명하지 못 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자의 이상적 몸이라는 가상
의 사회적 정체성과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의 몸에 기반한 실제적 정체성 사이
갈등하며 낙인을 경험한다. 통증의 비가시성은 이들의 신체적 고통을 의심하며,
나아가 노동자로서 자질 역시 의심받게 한다.

제가 팀생활을 삼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리더 오빠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아파도 아프다 말 못 하고. 그냥 오빠 리
더 오빠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나약해 보였을 수 있어요. 본인이랑 다르고 자기는 되
는데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오빠한테 맞추
려 했는데. 그렇게 살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프다는 말도 안 믿어줄 거 같고. 그냥
해야 될 거 같고. 근데 아픈 거를 가지고 그냥 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그럼 더 혼나고.
차라리 “내가 아파서 못 하겠다.” 잠깐 쉬고 다시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픈
거 참고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거 같아요. 오빠가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먼저
고 쉬었다 하면 더 효율성이 있었을 건데. 그때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거.
실제로 오빠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다
른 팀원들이 느낄 만큼. 자기는 그냥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다리를 찢으면서 아프다고
울면 “이게 뭐가 아파?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안 아프거든요. 그
감정을 이해를 못 하니까. 아프다고 우는 게 되게 핑계처럼 들리는 게 있었나 봐요.
[장슬기]
선배들 같은 경우는 내 상황을 모르지만 아프다 이러면 쟤는 꾀병 부리는 애, 곧 나
갈 거 같은 애, 기존에 있었던 후배들이 뭐 두 달도 못 채우고 나가니까. “야, 두 달
기자. 두 달 기자” 이렇게 부르니까 쟤도 나갈 거 같으니까 “야, 나갈 거면 빨리 나가
라.”라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 거를 견디면 진짜 기자가 되는 거고, 아
니면 니가 나약한 거야”라는 식으로 막 뭐라 하니까. 그게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들고 오
히려 압박되는 거죠. 그게 되게 심했죠. 그 여자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어뜯기 좋은 약점이 되는 그런 게 더 많은
거죠. [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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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를 내가 왜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나는 내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데. 그리고 그만큼만 내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만 하면서 먼저 가는 게 고맙
고. 가면 나도 가다가 내 몸이 추슬러지는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가겠다
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힘들고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 건 있겠지만. 되게 힘드니
까. 되게 힘드니까 계속 이제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해라. 가라. 내가 요만큼 밖에 못
하지만 나는 포기하는 건 아니다.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
고.” 그 우리에서 빼달라는 친구가 그러는 거죠.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손화연]

이들은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으로 느린 속도로 일하거나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하기 위해 투쟁한다. 힙합 댄서라는 장슬기의 직업은 신체
로 특정한 동작이나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끊임없이 몸을 이용한다. 특정 동작의
습득 능력과 속도의 문제는 개인의 차이가 아닌 “성실함”의 문제로 명명된다.
통증은 연습 부진과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여겨졌고, 리더 “오빠”의 훈계를
자아냈다. 임선주는 사회부 기자로 일할 때 “아프다” 말하면 “꾀병 부리는 아
이”가 되어 선배 기자들의 괴롭힘을 당했다. 질병은 일터에서 “약점”이 되는 것
이다. 손화연은 만성통증과 갑상선항진증으로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 처음 계
약과 달리 점차 업무가 늘어나자, 그녀는 동료들에게 계약한 업무만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야 했다. 동료들은 손화연의 통증은 핑계일 뿐이고, 자신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려 하지 않는 의지 문제로 생각한다. 만성통증은 “자기 일처
럼 생각하지 않는”, “곧 나갈 거 같은”이라는 직무 헌신성이라는 노동자 자질로
해석되는 것이다.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분명 직업병이라 해석되지만, 일터에서 만성통증은
숨겨야 하며 건강한 몸인 양 지내야 한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의 속도와 업무
량을 해내야 하는 그 곤경이 이야기된다. 문제는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통제
불가능성으로 이들이 요구된 일을 하지 못 할 때, 이들은 헌신성과 자기관리능
력을 의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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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여지는” 몸이 아니라 “살아가기”로
질병 서사에서 아픈 몸으로 일터에서 직면한 문제들은 노동자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를 둘러싼 조건들을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임선주는 아파
도 참고 일해야 하는 경험들이 계속되자, 과연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내가 되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한국에서 이제 엄
마들이 하는 흔한 걱정 있잖아요. “몇 살에는 졸업해야 되고 몇 살에 취업해야 되고 몇
살에 결혼해서 애 낳고 해야 되.”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평범하지만 되게 어렵잖아
요. 아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나쁜 건 아니구나 생각
도 하고. 일단 밖에 나가보니까 확실히 한국에 있을 때랑은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게 되게 많아지더라구요. 아 예전에는 그냥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돈은 못
벌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죠. [임선주]

만성통증은 몸의 사용과 관리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질문하게
만든다. 임선주는 아프기 전에는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우선”이었고, 모든 생애
계획은 취업과 경력 계발에 맞춰졌다. 병든 부모를 돌봐야 하고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몇 살에 졸업해야 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야” 하는 등 그녀에게
주어진 기대가 무거웠다.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된다”, “평범하게 사는 게 되게
어렵다”는 깨달음은 생애 계획과 성공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박은 무엇이며,
왜 따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통증을 지닌 몸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삶의 생애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들의 서사는 남보
다 더 앞서 나가지는 않더라도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며 살았던 삶이 몸을 과
도하게 시달리게 만든 것이라 평가된다. 이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기준에 맞춰
수립된 생애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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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열심히 살고 뭐 한다고 인생이 뜻대로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열리는
대로 풀리는 대로 가고 좀 더 느슨하게 살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는 거
시간이 가는 거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 제가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
그런 거 생각 안 하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따지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제
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동갑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되는 거죠. 만
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좋은 일이 없니? 결혼을 왜 안 하니?”부
터 시작해서 “남자를 만나야지”. 어쨌든 간에 누구나 하는 그게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지어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벗어난 사람이니.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스트레스 안 받긴 해요. 걔네만 안 만나면. (웃음) 걔네
만 안 만나면. 내가 잘 살고 있고. [최유리]

최유리는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좀 더 느슨하
게 살게” 되었다.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 하는 등 “이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짓는 삶의 방식”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나
이에 따라 부과된 발달과업은 그녀의 “스트레스”만 야기하는 것이며, 통증은 이
러한 발달 과업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해준 것이다. 최유리
는 통증 관리 방법으로 자신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
는다. 후기 근대사회의 탈전통화, 탈표준화, 개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졸업,
군입대, 취직, 결혼은 성인기 통과 의례로 개인들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질병서사에서 일하며 살아가기라는 현실과 목표는 생애 계획의 수정으로 이
야기된다.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 통제불가능성은 이들이 자신의 매일의 실
천과 일상을 규정하는 삶의 가치와 생애 계획을 질문하게 한다. 이들은 만성통
증이 아니더라도 이미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삶을 안정적으로 추구
하는 것이 녹녹치 않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자본주의는 하나의 경제 제도에 그
치지 않는다. 개인의 가치와 일상을 구성하는 문화 체제로 작동하며 사람들의
삶의 비전과 그 실천들을 규정한다.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담론은 개인들이 자신
의 삶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기고 가꾸게 한다. 이러한 자기 계발 담론은 사람
들이 사회적 성공에 맞춰 자신의 생애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달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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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담론과 사회적 성공이 유포하는 정상적
인 삶의 궤도를 강화할 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는 아픈 자신이 성취할 수 없
는 것이며, 만성통증을 지닌 이를 향한 낙인에 저항하려 했다.
20-30대 연구참여자들의 질병서사는 자신의 생애 계획에서 현재의 일터를 어
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경력을 이어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된다.

히스토리에 관한, 어렸을 때는 진짜 역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이가 먹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역사 공부를 근대사 현대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
리의 살고 있는 시대를 만든 게 사실 일 프로가 만든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잖아요. 당
시 정권이 이런 거를 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시작은 다 그 분 때문. (면접자: (웃음) 시작은 이승만인가요?) 아 그때부터죠. 속상해
요. 근데 근데 이게 다 군대식이잖아요. 까라면 까야 되고. 맨 처음에 서브웨이가 우리
나라에 들어 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이랬잖아요. 외국은 당연한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빼고 싶은 거 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제
도가 일단 해야 되고, 시키면 해야 되고, 못 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뭐 육
아 때문에 휴가는 무슨 개뿔. 나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아픈 게 아닐까. [장
슬기]
제 선임개발자가 결국엔 죽어가지고 충격이었죠. 이 사람이 몸 관리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이 한 사람한테 너무나도 많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딱 봐도 얼굴색
이 꺼맸거든요, 정말 정말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정말 폐인에 가깝게, 정말 컴
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고. 얼굴 자체가 거무 거뭇거뭇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충
격을 받았던 포인트는 그 사람 정도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동료들도 많고 사수가 있는 곳을 찾으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컨디션 몸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태욱]
그니까 제가 그만둔 카페에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가 손목이 계속 너무 아프데요.
(잠시 침묵) 그냥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려요. 정말. (18
초 간 침묵) 어. 사무직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까페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어떤 친구
들이든 연령대가 조금 낮고 스물에서 서른, 서른 초반인 친구들은 근데 다 고질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명이 심하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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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아... 그게 왜 그렇게 됐
나 그냥. 개인적인 거 보다는 사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몰려가는 것에서 원인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고. 좀 더 이제, 사실 뭐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모품 같다고. 그냥 (건조한 목소리로) “너 없어도 다른 사
람 많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중략)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귀하
게 대하지 못 하는, 못 해 지내는 거 같아요. 그게 조금. 그 것 때문에도 일본을 가는
거 같기도 하고. 가치 인정받고 싶다 그런 것들도 있고... (잠시 침묵)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웃음) 사람 같이 살아야. 사람같이 살려면 밥 먹고 집 있고 누울 자리 있
고 집 있고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 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 사는 건데. 진짜 아무 것도 없이
그니까 뭐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버텨야 되기에는 한국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답도 없는 거 같고. (침묵)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웃음) 저는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승우]

일할수록 아파지는 일터는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이자 실존의 문제이며, 지금
나의 실업, 이직 등 직업적 변화의 이유이다. 장슬기는 26세 여성으로 한국 사회
를 일할수록 아파지는 사회라 진단하는데, 최근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역사 공
부를 하게 되었다. “아파도 해야 하고” “시키면 해야 하고” 하는 직장의 규율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게 된 이유로 이야기된다. “까라면 까야 되는” 군대식
의 사회 문화와 규율은 사회 발전을 강조하며 개인의 몸과 취향은 무시하여 사
회적 고통을 낳았다. 정태욱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 IT 업체에
취업하였다. 몇 달간 일하고보니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고 장시간 야간노동
도 해야 하는 등 “몸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직업적 성취와
직업 전망이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선임의 과로사는 열심히 일할수록 아파지는
현실을 알려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하기보다 해외취업을 위해 노
력한다. 이승우는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라는 연구
자의 마지막 질문에 오랫동안 생각한 후 이야기하였다. 바리스타로 건초염과 손
목 통증은 예견된 직업병이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휴식이나 재활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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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승우는 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
아가는 삶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지지도 지원도 없는 “한국은 너무 힘든” 곳이
며 “답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며 일본으로 떠나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한다.
일터에서 받는 대우는 그에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들었
다. 그는 “밥 먹고 집 있고 옷 있다고 해서” 즉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의 해결을 너머 “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그런 것들로” 즉 자아실현, 성취, 존
중을 강조한다. 일은 임금을 받기 위한 것 그 이상이며,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일터는 노동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터에서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픈 몸을 배제하는 이상적 노동자상이
자신의 통증 발병과 만성화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지
목한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내 몸을 망가지게 됐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처럼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가? 내가 뭐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웃음) 그죠? 뭐 몸에 안 좋
은 뭐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
고 다만 좀 운동을 열심, 운동이랑 잘 친하지 않은 거?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내 몸을 막 운동을 해서 단련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는
그 거 자체가 이미 비정상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냥 와서 내 생활 있고
조금 쉬어도 내일이 부담스럽지 않는 게 정상적인 생활인 건데. 으음... 그러지 않고 나
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하고. 그거는 무슨 일을 더 힘든 일을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스탠바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게 아닐까? 지금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다
그렇게 살아야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억
울하다. [손화연]

손화연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동자의 몸을 재생산하는 시간을 고려
하지 않아, 몸의 소진 고갈을 가져온다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삶의 의미가 “쓰이
기” 위함은 아니라는 손화연의 표현은 이승우의 “소모품”, 임선주의 “스페어처
리되는 부품”이라는 명명과 공명한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기 위해 몸

- 284 -

5장 조정의 서사와 성찰하는 자아

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인간 실존을 흔드는 일이다. 이처럼 아픈 몸은 일터에서
이상화된 몸, 올바른 몸에 부여된 의미들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나아가 몇몇 연
구참여자들은 일터에서 소모품이 된 삶에 질문하며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해
성찰하곤 한다. 일터에서 대우는 자신을 “소모품”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모색하게 한다. 이들의 개인화된 대응과 모색은 제한적이며 사회
적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
“쓰여지는” 몸에서 “살아가는” 몸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몸을 도구적으로 바
라보는 시선에서 세계를 체험하는 신체적 자아를 뜻한다. 일터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현실의 몸, 미래 목표를 향해 매일 노력하는 몸은 무언가의 목표를 실현
하는 도구로 몸을 상정한다. 만성 통증은 세계 속에 거주하고 참여하는 몸이 예
측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인간의 실존적 위기로 이
야기된다. 이들은 만성통증이 만들어낸 실존의 위기 속 몸을 더 이상 도구가 아
닌 몸을 통해 세계와 관계맺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몸
은 더 이상 정신이 지배하거나 정신과 분리되거나, 사회적 존재로 자신의 가치
와 생애 계획에 따라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세계를 체험하는 신체적
자아인 것이다.

5절

소결

조정의 서사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협상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정의
서사는 화자가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
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정하는가라는 자아의 협상으
로 구성된다. 아픈 이는 자신의 질병을 알리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이 면제되어, 건강 회복에 전념하리라 기대한다. 만성 질환을 지닌 이들은 그럴
수 없기에, 신체에 기반한 자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재검토하게 된다. 만성통증으로 살아온 나의 삶과 그러한 몸으
로 현재(최근 2~3년 간) 일터에서 겪는 곤경,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에서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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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성있는 헌신하는 삶이 결국 통증의 발병과 만성화를 야기했다는 반성과
후회가 주로 이야기된다. 조정의 서사는 통증의 비가시성, 불예측성으로 이들이
어떤 생애 혼란을 경험하며,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 왔는지로
주로 이야기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화된 기대와 역할과 일터에서 아픈 몸
으로 일하는 문제는 이들의 주요한 사회적 곤경인 것이다.
조정의 질병서사는 일터와 가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자신의 아픈 몸
사이 갈등과 협상을 드러낸다. 특히,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가족과 친구 등 친밀
한 관계에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재편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들이 협상해야
하는 사회적 기대는 젠더화되어 있다. 어머니, 딸, 아내, 엄마로 가족 내 주된 돌
봄제공자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가족을 위한 헌신이 가 자신의 몸으로 고된 노동
을 수행하게 만들었는지, 만성통증 치료와 관리 방식으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였는지는 통증 관리를 위한 것이라 이야기된다. 내 몸이 무리가 올 정도
로 타인의 요구에 맞추지 말 것은 20대 여성들에게는 “순종적 여성상”의 거부로
이야기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나를 맞추며 살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
가 하고픈 말은 되도록 하”고 “말빨이 늘어”난 것은 중요한 변화로 이야기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는 여자다운 행동과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자신의 성별화된
신체에 적합한 인성적 도덕적 특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만성통증으로 순종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때로는 자신을
괴롭힌 관계와의 단절했던 경험이 강조된다. 이는 만성통증이 여성들에게 자신
에게 요구된 젠더화된 기대에 대해 성찰하고 벗어나는 계기임을 드러낸다.
질병서사 속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은 일터에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야기된다. 이상적 몸이라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일터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이 건강한 몸(able-body)인 양 통증을 숨기게(passing) 만든
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통제불가능성으로 일터에서 생존하기 위한 개별화
된 전략과 협상이 강조된다. 만성통증은 이들의 질병서사에서 분명 직무와 노동
강도로 설명되지만, 일터에서는 직업병이 아닌 노동자 개인의 자기관리 문제로
명명된다. 일터에서 만성통증은 노동자 개인의 “성실”과 “헌신성” 그리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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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의 문제로 인식되며,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는 “핑계”라는 도덕적 특성
과 결합된 낙인으로 경험된다. 이들은 일터에서 요구되는 노동자의 이상적 몸이
라는 가상의 사회적 정체성과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의 몸에 기반한 실제적 정
체성 사이 갈등한다. 통증의 예측불가능성 통제불가능성은 이들이 자신의 매일
의 실천과 일상을 규정하는 삶의 가치와 생애 계획을 질문하게 한다. 통증의 발
병과 만성화를 야기했다는 반성과 후회는 개인의 잘못으로만 인식되지는 않는
다. 일터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현실의 몸, 미래 목표를 향해 매일 노력하는 몸
은 무언가의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로 몸을 상정한다. 하지만 만성 통증은 세계
속에 거주하고 참여하는 몸이 예측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며, 인간의 실존적 삶의 위기로 경험된다. 몸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닌 몸을 통
해 세계로 나아가 관계맺음을 인식한다.
조정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그 결과 성찰하는 자아이다. 이러한 성찰은 자
신의 만성통증의 원인을 찾고 관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또한
아파도 자신이 가정과 직장에서 역할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다. 이들의 성찰은 아픈 나의 몸과 그 사회적 조건에서 보건의료 내부구조의
다양한 영역들로 확장된다. 이들은 만성통증으로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게 하며,
보건의료의 가족과 공동체 영역, 민간 영역, 전문가 영역을 유연하게 오가며 다
양한 치유실천을 이어간다. 성찰하는 자아는 변화하는 육체 능력과 사회적 의무
와 개인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협상하며, 건강, 젠더의 정상성이 만들어내는 사
회적 실천들과 압력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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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만성통증 질병 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만성통증과 아픈
나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만성통증을
지닌 몸에 부여된 건강, 연령, 젠더와 관련된 규범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와 주체
들의 대응과 실천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포착하였다. 이 장은 분석 결과를 간
단히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만성통증의 설명가능성과 은유들
먼저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 경험과 의미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검토하였
다.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비가시적이며 불가해하고 예측불가능하며 통제불
가능한 것이라 이야기된다. 질병서사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만성통증을
지닌 나와 나의 삶에 대해 설명하기로 수렴된다. 불가해한 통증, 그러한 통증을
지닌 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곤경의 핵심
으로 이야기된다. 의료적 불확실성과 통증의 불가해함은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 한 채 타인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낳는다. 만성통증
을 지닌 나를 설명하기는 아픈 이에 대한 낙인과 자기관리담론이라는 일군의
도덕적 규범들을 경유하게 된다. 그렇기에 나에 대해 설명하기의 곤경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만성통증 질병의 특성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피해야 할 사안으
로 이야기된다.
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가기는 몸을 매개로 세계와 어떻게 관계맺을 것인가
라는 세계 속 존재의 문제이다. 신체적 고통이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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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기에, 만성통증 질병서사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가는 중
요한 문제로 이야기된다. 다루기 힘들고 오래 간 지속되는 만성통증은 이제 내
몸의 일부로, 내 삶의 건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통증이 없는 몸,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몸이 되지 못 하는 자신을 실패로 바라보기보다, 실제 몸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상태에 부과된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며, 만성통증이라는 자신의 몸과 나라는 존재 사이 감정적
거리가 생겨난다. 또한 아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설명해야 하는 곤
경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을 계속 질문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
서 이들은 아픈 자신의 몸을 괄호 친 채 자신을 향한 낙인과 사회적 상황에 대
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통증을 지닌 몸, 그리고 그 몸에 투영된 사회적
인식, 도덕적 특성과 결합된 낙인들에 저항한다. 이들은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
로 살아가며 세계에 대해 지각하며 한국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조건
들을 성찰한다. 건강관리의 개인적 책임만이 강조되는 사회, 건강한 성인 남성
이 표준이 된 사회,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배제하며 아픈 이들을 배제하
는 사회가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질병 서사에서 이들은 만성통증으로 변화된 상황 속에서 곤경과 갈등을 경험
하면서도 동시에 삶을 지속하기 위해 자아의 회복을 시도한다. 자기 자신을 설
명하기와 이해하기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략이기에, 이들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
는 다채로운 비유의 언어들을 찾아낸다. 이들은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관용어구를 사용한다. “이따이이따이”는 통증을 표현할 언어가 없기에 자기 몸
의 아픔을 타인에게 전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라는 비유이다. “귀신
이 잡아당기는”은 아픈 감각을 표현하는 언어로 담아내지지 않는 격렬한 통증
의 강도와 느낌을 나타내며, 때로는 통증의 불가해함을 영적 초월적 존재로 설
명하는 비유이다. 만성성을 수용하며, 통증을 “싸우고 극복해야 할” 존재에서
“일생 떨치기 힘든 친구”, “절교하고픈 친구”라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만성통증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수용
하며 통증을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바라보기보다,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인식하려 하는 개인적 협상이다. “업보”는 통증을 지닌 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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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려 하기보다 체념하며 수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서구 사회에서 투병 과정
에 대해 “순례”라 비유하는 것과 달리 “업보”는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아픔
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표현이다. 기독교 윤리 속에서 순례는 고행 속
진리와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면, 업보는 스스로의 잘못과 과오로 짊어진
고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질병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문화, 만성질환의
자기관리 담론, 통증에 대한 종교적 해석들이 투영된다. “영광의 상처”라는 비
유는 고통의 원인에 긍정적 자기 평가를 덧붙여, 통증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
는 몸의 일부가 무리가 갈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자신을 치하하는 비유이다. 이
비유들은 단지 신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 통증을 지닌 몸의 체현에 관한 자기
이해이자 불가해한 통증과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노력의 결
과이다.

2. 젠더화된 질병 경험과 낙인
이들의 질병서사는 우리 사회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경험이 젠더
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통과 낙인 역시 젠더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
들의 질병 경험은 환자됨, 젠더, 연령, 인종 등의 상호교차 속에서 형성된다.
만성통증을 지닌 여성과 남성은 자신의 질병을 향한 젠더화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이야기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객관적 지표가 없음(측정불
가능성)은 이들의 고통의 실재에 대한 타인의 의심을 낳는다. 여성들의 질병서
사에서는 “꾀병”이라는 만성통증에 대한 불신과 “까탈”이라는 심리적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부당함에 대한 경험이 두드러진다.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여성의 만
성통증에 부착된 불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주요 의제가 되며, 만
성통증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이유를 여성 개인에게 찾는 문화가 문제시된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해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아픈 나
를 설명해야 하는 고통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가족 내 취약성을 이야기하는 이
들은 여성들과 20-30대 비혼 성인이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돌봄을 둘러싼 이

- 290 -

6장 결론

들의 갈등에 관한 서사는 굴절되곤 하는데, 이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이 전무한 현실로 것이다.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사회적 낙인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데, 남성들은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은 친구여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이라 한다. 남성들의 만성통증 숨기기는 “끈기 없는” 남성이라는 낙인과 통증의
비가시성으로 “엄살”이라는 여겨지는 낙인 때문이다. 만성통증과 질병으로 이
들의 남성성은 주변화되고, 강인하고 건강한 몸이라는 신체에 기반한 헤게모니
남성성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며 문제시되지 않는다. 만성통증을
지닌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군복무 시기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다. 20-30대
남성 연구참여자들은 병역판정 검사에서 10대부터 시작된 만성통증과 척추 질
환으로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았다. 국가의 병역판정검사결과와 사회복무경험은
신체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남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만성통증을 지닌 남성
들의 질병서사에서 군복무 경험에 관한 서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남녀의 건강기대마저 젠더화되어 있기에, 만성통증을 겪는 이들은 젠더화된
낙인을 경험한다. 아픈 남성과 아픈 여성이 직면한 사회적 기대 그로 인한 고통
은 젠더화되어 있으며, 이 경험에는 계급, 젠더, 연령, 인종이 교차하며 작동한다.

3. 자아의 협상과 개인화된 대응
이들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변화하는 신체 능력과 사회적 의무 사이 자구책
과 자기 협상을 마련한다. 여성들의 질병서사는 가족과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재편하는 과정을 담는다. 딸,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역할 기대 중에서 자신의 몸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야기되는 가운데, 특
히 어린자녀를 둔 여성들은 “아픈 엄마”로서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라는 정동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엄마 역할을 맡은 여성 이외에는 가족 돌
봄을 대체할 자원이 전무한 현실과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완벽한 모성 이데올로
기를 드러낸다. 20-30대 여성들은 만성통증으로 순종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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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가족 내 젠더화된 역할
기대를 재고하고 조정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만성통증 관리로 명명하
기도 한다. 이들의 질병 서사는 신체의 한계를 인식하거나 혹은 자아감의 훼손
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대와 젠더화된 기
대와 갈등하며 협상을 벌이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질병서사에서 아픈 남성에게 요구되는 젠더화된 기대, 특히 신체적
강인함에 근거한 헤게모니 남성성은 문제라 이야기되지만, 주변화된 남성성과
남성적 자아의 협상은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젠더화된 기대, 신체적 강인함에 근거한 헤게모니 남성성을 자신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저항한다. 만성통증이라는 신체적 곤경에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자기 통제를 실현하는 남성적 자아를 상연하기도 한다.
질병서사 속 만성통증은 직업병으로 해석되지만, 일터에서는 숨겨야 하며 건
강한 몸인 양 지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의 속도와 업무량을 맞춰야 하는 곤경
이 이야기된다. 만성통증의 비가시성과 통제 불가능성으로 이를 맞출 수 없을
때, 헌신성과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노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다. 만성통증
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은 이들이 자신의 매일의 실천과 일상을 규정
하는 삶의 가치와 생애 계획을 질문하게 한다. 생산적 노동자상은 이들을 “소모
품”처럼 다루는 모멸적 상황을 만들어내며, 이들은 일터에서의 책임과 의무 그
리고 만성통증 사이 대응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화된 대응과 전략을
취하고, 이는 제한적이며 사회적으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만성 통증은 세계 속에 거주하고 참여하는 몸이 예측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인간의 실존적 삶의 위기로 경험된다. 그렇기에 몸
을 지닌 주체는 만성통증이 만들어낸 실존의 위기 속에서 몸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삶의 매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들에게 몸은 더 이상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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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사 전략과 저항
여섯 명의 질병서사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는 인정, 치료, 조정
이다. 인정의 서사는 불가해한 만성통증을 지닌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성통
증의 비가시성과 불가해함, 공유불가능성으로 인해 겪는 곤경과 외로움이 주된
내용이다. 의료진, 가족과 친구라는 친밀한 관계에서마저 이해받지 못한 존재가
되는 사회적 고통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가족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취약한 처지와 가족을 이해하려 하고, 현재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는 나
가 경험적 서사들로 정당화된다. 인정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자신의 만성통증
을 방어하는 자아이다. 이러한 방어는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 여성의 통증과 말
을 믿지 않는 사회와 관련된다. 주로 통증이 악화되어 가족에게 의존한 채 지내
왔던 여성들이 사용하는 서사로, 이들 여성의 가족 내 취약성이 드러난다. 여성
들은 여성 환자에 대한 불신에 직면하며 통증 증상을 과장하거나 의료진에게
설명하기를 중단하는 등 개인적 대응법을 개발한다. 여성 환자에 대한 불신, 여
성환자들의 개별화된 대응전략이라는 순환 구조는 여성들이 적절한 환자로 자
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며, 그 결과 의료적 만남에서 의심, 짜증, 낙담을
낳고 이들의 치유실천을 방해한다.
치료의 서사는 계속된 치료에도 여전히 아픈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치료의
불확실성으로 병원 정보를 모으고 치료를 받으며 더 나은 치료를 찾아다니는
경험이 이야기의 중심 플롯이 되지만, 결론은 완치되지 않은 채 만성통증을 지
닌 채 살아가는 나로 마무리된다. 이들은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인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길 간구하며 합리적 의료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한
다. 치료의 서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성 통증을 치료하며
관리하였지만, 여전히 만성 통증을 지닌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다. 치료의 서사의 서사적 자아는 투병하는 자아이다. 자신이
만성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고 어떤 부당함을 당했는지가 주로 남성
이 구성하는 서사이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으로 통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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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노동경험으로 설명을 찾을 수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한다. 영웅적 자아로 이야기되지만, 자신의 극복을 방해하는 만성통증의
특징이나 돈만 벌려 하는 의료진 등 외부로 그 원인을 돌려 극복하는 자아가 이
루어질 수 없다는 인과를 만들어낸다. 치료의 서사는 보건의료전문가 영역에서
치료라는 목표를 향한 미래지향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건강에 대한 이야
기이다. 통증이 중증화될 때, 이들은 보건의료의 전문가 영역에서 치료를 고수
하며 이전 치료는 실패로 간주하고 새로운 치료법에 도전한다. 건강한 몸을 목
표로 치료하고자 노력할수록 정보를 모으고 비교할수록, 오히려 치료의 불확실
성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라는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다.
조정의 서사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협상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성통
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가능성으로 일터에서 겪는 곤경과 딸, 아내, 엄마,
며느리로 아파도 가족을 위해 돌봄과 가사를 도맡아 해야 하며 나라는 인간 존
재에 대한 질문과 답이 주된 내용이다. 만성통증은 인습적 기대에 맞추어 살아
온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대한 자아의 협상이 만성통증 치
료와 관리법으로 제시된다. 조정의 서사는 만성통증의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불
가능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조
정하는가라는 자아의 협상이라는 플롯으로 구성된다. 조정의 서사의 서사적 자
아는 자신의 만성통증을 성찰하는 자아이다. 성찰하는 자아는 변화하는 육체 능
력과 사회적 의무를 끊임없이 협상하며, 나아가 건강, 젠더의 정상성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실천들과 압력들에 대해 질문한다. 이들의 성찰은 단순히 아픈 나
의 몸과 그 사회적 조건에서 보건의료 내부구조의 다양한 영역들로 확장된다.
이들은 만성통증으로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고, 보건의료의 가족과 공동체 영역,
민간 영역, 전문가 영역을 유연하게 오가며 다양한 치유실천을 이어간다.
만성통증을 겪는 이들의 질병서사는 건강이 당연시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근대적 주체의 에피스테메를 요구받는 사회에서, 아
픈 나에 대한 이해와 정당화, 그리고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고투를 담
는다. 인정의 서사는 만성통증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불신에 맞서며 자신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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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해하지만 실재하였음을 주장한다. 치료의 서사는 통증의 만성성과 경합
하는 질병이라는 특성으로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아무리 치료하여도
여전히 아픈 나와 나의 삶을 통해 역설적으로 맞선다. 조정의 서사는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몸을 정상이라 제시하며 한계를 지닌 몸을 배제하는 사회에 의문
을 제시하며 자아의 협상과 분투를 통해 아픈 이들의 존재의 조건에 대해 질문
한다. 삶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에게 내려진
도덕적 잣대가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간다.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을 향한
사회적 낙인은 도덕적 판단과 결합되기에, 이들은 이러한 낙인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건강’을 정상성으로 여기는 사회,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대해
질문한다. 이들의 서사전략은 자책과 신세타령에서 나아가 만성통증을 지닌 몸
으로 살아가는 곤경을 드러내며 몸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몸에 대한 젠더화
된 기준과 기대를 지적한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와 질병경험을 읽어내고 분석하는데 젠더는
중요한 분석틀이다. 몰성적 관점의 연구는 여성들의 불신 경험을 다시 히스테리
로 설명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서사전략마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사회적 편
견으로 재설명하는 등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다시 생물학으로 설명하며 환원
시킬 위험을 지닌다. 질병 경험에 대한 이해, 질병 서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은 이들의 경험과 해석이 형성되는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질문과 문제제기들을
드러낸다. 이는 취약하고 유한한 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변화와 대안
모색의 토대가 될 것이다.

2절

연구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건강 혹은
젠더건강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여성의 재생산 건강이나 젠더화된 건강 격차를
실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젠더, 인종, 계층과 같이 범주들을 분리하여 분석한
후 합치는 방식으로 설명해온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와 달리, 만성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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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가 한국사회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이야기되는지 주목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질병 체험과 말하기 실천을 둘러싼
젠더 동학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 속 만성통증 경험과 자아의 협상을 분석하며 질병, 연령,
계급, 인종, 젠더 등이 상호교차됨을 규명했다. 아픈 개인의 경험이 사회구조와
규범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와 복합적인 차별의 교차점이 상호작용하며 작동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이는 고정
된 것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질병 체험 연구는 아픈 이들이
살아가는 특정한 공간과 역사적 시간 안에서 이들의 경험이 구성되며 그 과정
에 젠더의 작동과 다양한 차별의 교차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창발적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에게 작용하는 억압과 차별을 바르게 포착하지 못 하고 잘못된 대안을 수
립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 서사를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질병을 지닌 이들의 삶과 사회적 고통에 주목
하는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질환의 다양한 종류, 발병 나이, 중증도뿐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가족상황, 직업, 섹슈얼리티, 지역 등이 어떻게 교차하
는지 세밀하게 탐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의의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질병서사를 수행으로
말하기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것이다. 당사자 연구는 때로는 침묵된 이들의 경
험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며, 화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의의를 두곤 한다.
수행으로 서사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
며, 자아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 강조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정상성 서
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만성통증을 지닌 여성과 남성들이 무엇을 문제라 주장
하는지를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여성들
은 만성통증으로 심리적 해결이 필요한 집단으로 여겨질 것이고, 남성들의 침묵
은 조사되지 않은 채 남겨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픈 이들을 타자화하는 데
의도치 않게 기여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들의 말하기 실천을 구성하는 사회문화
적 동학들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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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의의는 우선, 질병 경험의 말하기/듣기를 통해 이들의 유한한 몸 경험
속 사회적 고통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한가를 포착하였다
는 점이다. 건강과 젊음, 젠더의 정상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만성적으
로 아픈 이는 불가해한 존재이고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져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한다. 질병서사에서 이야기되는 일터에서 만성통증을 숨기고 건강한 몸
(able-body)인 양 통증을 숨기는(passing) 전략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
가? 질병서사에서 만성통증은 직무와 노동강도로 해석되지만, 일터에서는 노동
자 개인의 헌신성과 자기관리의 문제로 이야기된다. 만성통증이라는 질병이 의
미를 만드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 몸에 규범화한 기대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불신에 부딪치는 여성의 만성통증과 말해지지 않는 남성의 만성
통증은 질병과 젠더가 교차하며 이들에게 존재론적 문제로 경험됨을 드러낸다.
이러한 만성통증 숨기기 전략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픈 이들을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개인적 대응이라
는 점이 간과돼는 안 된다.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면, 만성통증을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돌리며 개인을 둘러싼 건강의 사회문화적 영향들을 간과하게
되는 문제를 반복하게 된다. 이들의 질병서사는 건강관리의 개인적 책임만이 강
조되는 사회, 건강한 성인 남성이 표준이 된 사회,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배제하며 아픈 이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오히려 이들의 신체적 아픔과 사회적
고통의 원인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픈 몸에 투영된 시장 논리와 젠더화된 규
범을 해체하고, 이들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
는 것이다.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이기도 하다. 사람이면 반드시 겪게 되는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간의 결
국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한국사회는 돌봄 책임을
개별 가족에 맡겨 왔다. 최근 돌봄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이 역시 영유아나 노
인,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복합 만성질환이 주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는 유병장수의 현실 속에서, 아픈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질병이라는 인간의 고통은 한시적 예외 상태이며 의료적 실
천을 통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기기보다 고통을 인간 실존의 다루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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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부분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사회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
색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실천적 의의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생애사 인터뷰 과정에서 질
병서사의 치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여섯 명의 생애사 연구참여자
들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만성통증을 지닌 자신의 생애사를 이야기하였다. 이
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묻어버리려 했지만 절연할 수는 없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의 체험을 서사화하는 경험은 이
들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들과 만성통증을 자기 스스로의 맥락
속에서 재사유하게 하였다. 이는 생애사 서사가 가질 수 있는 자아를 재발견하
도록 하며 임파워먼트를 하는 치유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의학이 인간의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측정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들에
게 적용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제도의 전문가 영역에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이들은 보건의료의 민간, 가족과 공동체 영역에서 자신이 수용가능하
고 이용가능한 치유적 접근들을 모색하고, 자신의 고통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한다. 만성 통증은 인간 고통의 관계, 권력, 지식이 충돌하는 장인 것이다.
이 만성통증의 모호성은 이들이 자신의 몸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정치
적․경제적 조건들과 상황들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만성통증이라는
만성성이 단순히 신체적 사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적, 존재론적, 사회적 의
미망과 겹쳐진다. 물론 만성통증을 지닌 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탐구하는 작업은 서사적 주체의 현상태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되기에
세심하고 정교한 연구 설계와 면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질병서사 “말하기”라는 수행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만성통증
경험을 말하고자 하는 이들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질병
서사를 말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해지길 바람을 기본적
으로 가지는 이들이면서,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몸의 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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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었다. 아파서 잠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
고, 일하거나 일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
이나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곤 했다.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통증이 면접 도중 엄
습하여 면접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면접을 수락했지만 몇 달 간 거동이 불편
해져 끝내 면접을 하지 못 하기도 하였다. 지금 너무 아픈 이들은 치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치료 상담과 선택의 혼란만 이야기되기도 하였다. 공개모집은
누가 말하고자 하는가를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여러 조건으로 말할 수 없는 이
들을 조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만성통증을 지닌 이들
내부의 차이, 예를 들어 질환, 연령, 가족상황, 계급, 거주지역, 인종 등의 차이를
상세히 다루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만성 통증을 지닌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에 따른 후속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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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llness Narratives on Chronic Pain
in South Korea
- Focused on the Gendered Illness Experiences
and Self Strategies -

HyangSoo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the illness narratives of South Korean (hereafter, “Korean”)
adults with chronic pain and analyzes how the stories of their illness and lives are
told. In this paper, their subjective experience of chronic pain interplay with
dominant norms of gender, health, age, class and their patienthood is examined and
the social meaning of their practices and struggles are analyzed. Narrative analysis is
used to engage these accounts. The empirical data of this article consists of
qualitative interview of 19 women and 6 men. The interviewees were recruited
through a Korean clinic and a biomedical (western) hospital in Seoul.
Firstly, it was examined how people with chronic pain spoke of their illness
experiences and its meanings. In illness narratives, chronic pain is said to be
invisible, incomprehensible,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To express their own
life with chronic pain and agony is said to be their greatest difficulty experienced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When the interviewees talk about themselves,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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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tigma and social situations that they face are brought up. They reflect on the
conditions of living in a sick body in a Korean society, resisting stigmatization along
with a body with chronic pain A society where only personal responsibility for
health care is emphasized, a society where healthy adult men have become the norm,
and a society that excludes the sick, excluding variou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bilities,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ir physical and social suffering.
Although the experience of chronic pain is difficult to express in words, in their
narratives the participants integrate the pain into their lives and identity. “Itai-itai
disease” is a metaphor for dying slowly without understanding and treating the pain.
“The Ghost is pulling” is a metaphor for intense pain that is unable to express a
painful sensation. It is often described as incomprehension of pain as a spiritual
transcendence. “A friend who is hard to exorcise” or “A friend who wants to break
with” is a metaphor for embracing chronicity and becoming close with. “Karma” is
a metaphor for accepting chronic pain from a past life. In Christina ethic, pilgrimages
are the process of finding self and truth in sorrow, whereas karma is the process of
suffering because of one’s own mistakes. “Wound of honor” is a metaphor for
positive self-assessment to cause of pain. It praises oneself for trying so hard that
part of the body becomes too much. These metaphors are used as cultural idioms to
properly express my life and the inscrutable pain.
The topics analyzed are narrative structure of illness narrative which consists of
recognition, treatment, and adjustment. The narrative of recognition is about myself
with an inscrutable chronic pain. The main themes are the invisibility and
incomprehension of chronic pain, the depiction of their intense pain, the difficult
communicability of chronic pain and loneliness. In the narrative of recognition, the
narrative self is defending their chronic pain against distrust. This defense is due to
a society that does not believe in women’s pain and speech due to the invisibility
and incomprehension of chronic pain rather tha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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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women who had been dependent on their families due to chronic pain.. These
women’s vulnerability has been revealed to the family and society.
The narrative of treatment is about myself who is after repeated treatment, still
sick. The experience of gathering hospital information, receiving treatment and
seeking better treatment due to uncertainty of treatment becomes the central plot of
the story, but the conclusion ends with continuously having with chronic pain, not
fully recovered. In the narrative of treatment, the narrative-self is to overcome their
own chronic pain. What was done to overcome and what injustice was subjected to
are told by men with chronic pain. In the case of women, those who have a
relatively stable career are able to find explanations for pain with their labor
experiences that puts an emphasis on their subjectivity.
The narrative of adjustment is about negotiating their social role and expectation.
Chronic pain is related to women’s social role and expectation and associated
particularly with women who are preoccupied by fulfilling their family member’s
requirements and needs as the daughter, wife, mother and daughter-in law. In
narrative of adjustment, the narrative self reflects their chronic pain and life. These
reflections are extended negotiations of changing physical abilities, social obligations
and personal identity, and further questions the social practices and pressure
surrounding health and gender norm.
Social suffering caused by gender prejudice toward their own disease is often
talked about for people with chronic pain. Invisible and immeasurable pain lead to
doubt on veracity of their suffering. The women’s stories of chronic pain are narrated
as a series of distrust, their pain was perceived as “feigned illness” and “fussy” due
to the psychological causes. The men’s stories of chronic pain are rarely narrat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social stigma, even to their close friends which is seen as
“natural” and “no wonder”. The reason for men’s concealment of their chronic pain
is due to their pain being experience perceived as “crybaby” and “lac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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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ability”. The hegemonic masculinity is based on physical strength, so chronic
pain threatens men’s masculinity. Even men and women’s health expectations have
become gendered, so gendered stigma caused by chronic pain is being experienced.
Social expectations facing sick men and women, as well as social suffering, are
associated with intersections between gender, class, age, race and illness.
Women’s illness narratives involve the process of reshaping women’s social roles
and expectations in family and friends. It is named chronic pain management, not
selfish behavior, by reconsidering and coordinating gender role expectations in the
family. Men’s illness narratives involve the problems of stereotypical norms of
masculinity, but aren’t told about the negotiations between marginalized masculinity
and masculine self. Men’s stories of chronic pain display the rift between hegemonic
masculinity such as rational and self-control, and marginalized masculinity such as
physical weakness, their chronic pain.
“Passing” dilemma which people with chronic pain pretend to be healthy is told
in workplace experiences. Due to the invisible and uncontrollable pain, the pain is
perceived as if they are “pretending to be ill”, “not dedicated” and “soon-to-be out
of work”. Individual responses and strategies are coped with the pain, which are
limited and rarely revealed in society.
Their illness narratives include their own understanding, justification and the
struggles of their life with chronic pain. Social stigma combined with moral
standards are imposed on them to move on to the society. A society that considers
perfect health as norm was asked along with the illusion of being able to control its
body. Their narrative strategy goes further from self-accusation and hard-luck story
to a society where exclude the body with chronic pain.
In summation, illness narrative has revealed that the illness experience of those
with chronic pain has become gendered, the social suffering and stigma have also
gendered, and the narrative strategy has also become g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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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illness experiences and negotiations of self in the illness
narrative of those with chronic pain and reveals how dominant norms of disease, age,
class, race, and gender are intersected.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gender dynamics
surrounding their illness experiences and speaking practices have been identifi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llness narrative conceals social sufferings of living with
invisible pain and necessary social and cultural changes. During life history
interview, the healing potential of illness narrative has been identified. This paper
studies the illness narratives of those with chronic pain, but should be extended to
studies that pay attention to the lives and social suffering of those with various
disease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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