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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If You Can Love, You Will See. When You Can See, 
It Will Not Be the Same as Before

• 도서명: 그림 속의 의학
• 출판년도: 2007
• 출판사: 일조각
• 저  자: 한성구

  그림과 환자.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금방 생각이 안 난다면 모두 같은 동사를 받는다는 실마리

를 주면 너무 쉬울까…….

  바로 ‘그림을 보다’, ‘환자를 보다’처럼 둘 다 ‘보다’라는 동사

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어떤 사물을 바

라본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집을 본다’ 혹은 ‘아기를 본다’

와 같이 무언가를 지킨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다른 ‘보다’라는 말의 활용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공통적인 의

미가 있으니 바로 ‘관심’이다. ‘관심’을 한자로 쓰면 ‘觀心’이라

고 쓰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관심이란 ‘보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건 지켜보건 간에 본다는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관심’이라는 마음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다.

  이 책 ‘그림 속의 의학’은 그림과 의사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 화가의 

눈으로 바라본 의사나 의학의 모습을 그림의 배경이 되는 해

설을 곁들여 깊이가 있지만 어렵지 않고, 예리하지만 차갑지 

않은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유부녀의 몸으로 다윗왕의 

부름을 받고 고민하고 있는 밧세바의 나신(裸身)을 그린 렘브

란트의 ‘밧세바’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인간의 

갈등이 느껴지고, 열여덟의 꽃다운 나이에 치명적 교통사고

로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휠체어에 살면서 자기 동생과 애인

의 깊은 관계를 지켜봐야만 했던 칼로의 자화상 ‘무너진 기둥’

에서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

신에 치를 떨며 살아야 했던 칼로 본인의 치유할 수 없는 아픔

이 느껴진다. 또 다섯 살 때 어머니와 열네 살 때 누이를 떠나

보내고 오래도록 정신분열증과 불면증으로 살다간 뭉크의 삶

을 알고 나서 ‘몽유병자’, ‘죽은 엄마와 아이’, ‘봄’ 등의 작품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

고 그의 그림 곳곳에 묻어나는 삶의 허무, 공포, 절망과 고독 

등이 더 절실히 다가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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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시절, 사귄 지 얼마 안 된 연인의 이상한 습관이나 사고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 아

픈 기억이나 콤플렉스를 알고 나서 모든 행동이 설명되고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흔히들 그림의 감

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이렇듯 ‘관심’과 ‘여유’를 가지고 그림

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렵게만 보이던 그림에도 저마다의 사

연이 있음을 알게 되고 사연 속에 감춰진 아픔을 공감하는 순

간 그림 구석구석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다. 

환자도 그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환자를 사랑하고 그

의 아픔을 공감하게 해주는 ‘관심’이 없다면 의사가 그의 병인

(病因)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종합병원에서 

온갖 처치와 검사를 하고도 밝혀내지 못한 손녀의 병명을 그 

아이와 같이 며칠을 먹고 자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조금 찡그

리는 표정을 관찰한 후 요로감염임을 알아내어 치료한 한 의

사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의사만큼 다른 사람의 삶에 자주 그리고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들도 없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많

아도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들리는 요즘 다음의 이 한마디는 시간과 경제적 이익에 밀려 

나를 찾는 환자와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손 한 번 따뜻이 

잡아주고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의사들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고 생각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환자보기에도 바쁘고 공부할 양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오

늘 잠깐만이라도 짬을 내어 아무 전시회라도 들러 그림을 바

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일상은 잠시 잊고 그림속

의 인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환자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화폭을 건너와 당신에게 말을 걸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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