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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임경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regarding the ‘medical humanities’ in most medical schools in Korea. Medical humanities is an
interdisciplinary field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the arts that aims to have a critical or supplementary role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Thus, diverse educational methods should be applied to achieve the goals of medical humanities. The illness narrativ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in this context. An illness narrative is a patient's story about his illness, including the meaning 
of the illness in his life. The illness narrative is widely accept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tool in medical humanities. But, in Korea,
there has been concern about the nature, theoretical background, and usefulness of the illness narrative. Medical students and 
doctors can obtain empathy and clinical wisdom through telling, hearing, reading, and writing illness narratives.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nature and meaning of illness narratives in teaching medical humanities and discuss several examples of narrative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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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국내 여러 의과대학에서 의료인문학 교육에 대한 관

심이 높다. 의료인문학이라는 분야는 아직 개념적으로 확립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에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의학의 과도한 과학 의존성과 이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과대학내에 문학 전공자들이 자리

를 잡고 ‘문학과 의학(literature and medicine)’을 가르치면

서 의료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1].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도 의사들의 파업사태를 겪으면서 역설적으

로 의료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의료계와 사회

와의 소통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의학교육에서의 인문

사회의학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

년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학회가 ‘의사와 

사회’라는 주제로 제8차 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21세기 한국의학교육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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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선언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2]. 최근에는 의료인문

학 관련 과목을 의사국가고시에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을 정도로 의료인문학은 의학교육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의료인

문학 관련 교과목이 강의되고 있다. 물론 의료인문학의 교육

목표와 방법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기존의 의학교육에

서 주로 사용되던 강의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의료인문학이 

의도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

료인문학 교육에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교육방법이 중

요하며, 특히 시청각자료와 같은 각종 교육 보조 자료와 역할

극과 같은 참여형의 수업방식이 자주 이용될 수밖에 없다. 실

제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나 문학 작품을 수업에 활

용하거나 모의 환자들과의 의사소통 훈련을 하는 것은 이미 

표준적인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텍스트들을 

통칭하여 ‘질병체험서사(illness narrativ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질병체험서사는 질환이야기, 질환내러티브, 질병체험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병

체험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illness에는 단

순한 질병보다는 그것을 앓는 환자의 주관적 측면, 즉 체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narrative는 그 내용이 

되는 이야기(story)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형식을 뜻하

는 담화(discourse)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

지만 그 개념과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

한 질병체험서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질

병체험서사가 갖는 역할과 의의를 찾고, 실제 교육에서 질병

체험서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왜 질병체험서사인가?

  인간은 이야기, 즉 서사(narrative)를 통해 삶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일부 학

자들은 언어 다음으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서사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학문의 대상과 방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사는 각종 인문 ․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

는데, 여기에는 거대 이론을 거부하고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의학에 서사가 도입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1980년

대 후반 의료윤리학자인 브로디(H. Brody)와 의료인류학자

인 클라인만(A. Kleinman)에 의해 각각 출간된 “질병의 이야

기들(Stories of Sickness)”과 “질병체험서사(Illness Narra-

tive)”는 의학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서사에 대한 관심이 본격

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들의 작업이후 

서사는 의료윤리, 의학과 문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

으며, 그 결과 의학과 의료의 서사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가 이어지고 있다[3].

  하지만 여러 의료인문학 분야에서 서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의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학의 주류

에서는 서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과학적 생의학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 통계적 지식을 추구

하며 감정보다는 이성적 논리를 중요시하는 현대의학에서는 

개인의 특이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주관성과 감성을 중요시

하는 서사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현대의학의 

과도한 기술 의존성과 그에 따른 환자 소외 현상은 오히려 의

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사들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 아래

에서 자율성을 잃고 소외되기는 마찬가지이며, 그 결과로 의

사들의 내 한 이야기 역시 의료현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

었다. 현대의학 체계 안에서 환자나 의사 모두 이야기하는 능

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강점을 살리면서

도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의학을 확립하기 위해

서는 ‘서사’가 긴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개인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체험서사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경험이 총체적으

로 녹아 있으므로, 환자 개인의 심리, 의료인과의 관계, 사회

․ 문화적 조건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

다. 의료인문학 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가 자주 이용될 수밖

에 없는 이유이다. 질병체험서사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것의 원인, 전개 과정, 치료나 질병 경험, 질병으로 인한 사

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질병에 관련한 모든 것을 말이

나 글로 풀어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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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ms and Strategies of Medical Humanities

     

Aims Strategies
Group A: Transferable skills To develop the ability to write clear English

To develop sensitivity to nuances, ambiguities, and hidden meaning in ordinary conversation
To develop the ability to analyze arguments, justify clinical decisions, and present cases 

to a lay public
To develop the ability to assess different sorts of evidence
To develop the ability to see connections between apparently disparate situations

Group B: Humanistic perspective To enable students to develop a broad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society, which 
places medical practice into a wider context or puts it into a social framework

To develop moral sensitivity
Group C: Coping with the 

particular situation
To develop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to cope with particular situations where rules 

and guidelines do not exactly apply
Group D: Self-awareness To develop self-awareness, including awareness of one's own emotions
Group E: Joint investigation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joint investigation

This table was made based on the content of Downie's paper [5].

본 질병의 이야기이다. 그 속에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설명, 

해석, 이해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환자는 서사를 통해 질

병에 대한 경험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환자의 가치

관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 등 환자를 구성하는 내적, 

외적 상황 모두가 총체적으로 관여하게 된다[4]. 또한 환자 자

신의 진술 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구, 그들을 치

료하는 의료인의 진술이나 기록 또한 질병체험서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질병 체험서사를 통해 우리는 질병이 독립된 생

물학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고, 환자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료인은 질병체험서사를 통해 환자나 

주변인물에게 있어서 질병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환자의 생활 세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얻

게 된다. 결국 질병체험서사는 질병에 의한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환자를 주변 환경과 연결해 주

는 매개체가 된다.

질병체험서사가 의료인문학 교육에 가져
다 줄 수 있는 것

  의료인문학은 과학적 의학만을 추구하는 현대의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탄생하였다. 현대 의학이 질병의 생의학

적 측면에 주로 집중하게 되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의 주

관적 측면이 소외되었고, 의학교육 또한 의학의 인문사회학

적 측면을 간과한 채 과학적 의학에만 주로 편중하여 이루어

진 결과,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를 되살

리려는 의료인문학의 기본정신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질병을 

앓는 인간의 주관적 고통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현대 의학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의료인문학의 정신을 의료 현실에서 어떻게 실

현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이념

이나 정신은 적절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현실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인문학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인가? 의료인문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문학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생의학 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

서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는 글래스고우 대학의 다우니(R. 

Downie)가 제시한 의료인문학의 목표를 참고할 만하다. 다우

니는 의료인문학 교육을 받기만 하면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이 

충분한 공감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회의

적이다. 인문학(humanities)과 인간적(humane)인 것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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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인문학의 경우 좀 더 겸손한 목표

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의사소통 기술(transferable skills), 둘째, 

인본주의적 시각(humanistic perspective), 셋째, 특정한 상황

에 대한 대처 능력(coping with the particular situation), 넷

째, 자아 성찰(self- awareness), 다섯째, 공동 탐구 능력(joint 

investigation)이 그것이다(Table 1) [5].

  그렇다면 질병체험서사는 의료인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1. 의사소통 기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환

자에게 질병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병리적 과정이 아니라, 삶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된다. 따라서 환자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환자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알

아야 한다. 질병체험서사를 통해 의료인은 바로 질병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통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또한 삶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의학적 지식만을 나열하거나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생의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는 환자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 언어를 구사하기 마련이다. 이는 쉬운 말로 설명을 잘 

해야 한다는 기술적 측면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환자는 의사

가 갖고 있는 생의학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 세계를 갖고 있다

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질병체험서사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

들의 세계와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된다.

2. 인본주의적 시각

  의료인문학은 결국 환자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주관적, 사회적, 영적 영역으로 구성

된 매우 다층적인 존재이다. 이런 영역들은 접한 상호작용

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런 의미는 서사, 

즉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질병체험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병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앓고 있는 환자

의 모습이다. 질병체험서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환자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질병은 의료를 매개로 하

여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들과 관계하므

로 질병체험서사에도 이런 맥락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다. 같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그 질병에 대한 이

야기는 전혀 다른 구조와 플롯, 결말을 갖게 된다. 질병체험서

사를 통해 우리는 질병을 앓는 개인의 독특함과 그가 속해 있

는 사회적 맥락의 다양함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체험서사는 자연스럽게 의료의 윤리성을 드러낸

다. 환자의 이야기 속에는 의료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윤리적 

딜레마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의료인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고, 이를 통해 의료윤리에 관한 이해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3.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처

  의료에는 서로 모순되는 규칙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히포크라테스 의학 이래로 널리 인용되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primum non nocere)’는 명령은 전 세계적으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의학의 규칙이다. 반면에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라’라는 규칙 또한 그에 못지않게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고전

적인 의학의 규칙들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인

가 지속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은 많은 의료현장에서 오늘

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명문화

된 지침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함 때문에 지침

의 적용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결

국 임상현장에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

는 것이다. 교육학자인 브루너(J. Brunner)는 인간의 사고 유

형을 크게 명제적 사고(propositional thinking)와 서사적 사

고(narrative thinking)로 나누었다. 명제적 사고란 논리-과

학적 사고 유형으로서 형식 과학의 논리에 따라 특정 진술을 

다른 진술과 형식 논리로 연결하여 진리를 산출해내는 방식

을 의미하며, 논리학에서 잘 알려진 삼단논법과 같은 것이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사적 사고는 개별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플롯에 의한 인과성을 통해 추출

해 내며, 사건 전체의 총체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또한 서사적 

사고는 개인의 이야기를 중시하고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각 사건의 개별성과 특이성을 존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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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늘날의 생의학 교육은 바로 명제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주관성과 의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료인문학에서는 당연히 서

사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질병체험서사는 개별 상

황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서사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자아 성찰

  기존의 의학교육은 객관적 사실과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적 경험은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생과 의사들은 감정 표

현의 서투름을 경험하게 된다. 의료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

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

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외로움, 고통들은 

자신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런 감정 혼란들이 의

료인의 소진(burnout)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런 부정적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

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는 것은 의료현

장에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며, 이

는 환자-의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질병체험서사는 질병을 앓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질병을 곁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의료인 

또한 질병체험서사의 증인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환자의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질병체험에 대한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과정을 반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읽어

내던 의학적 시선의 허구성을 파악하게 되고, 환자의 몸과 마

음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질병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

우게 되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7].

5. 공동 탐구 능력

  오늘날의 의사는 질병에 대한 치료만을 담당하는 좁은 의

미의 전문가가 아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 의학은 많은 보

건의료자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결과를 산출해내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계획을 세우고, 공동 작업을 조직하여, 팀을 이끌어나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또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의학 정보가 넘쳐나고 독점

적으로 의학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의사의 지위가 약화되

면서, 환자와 의사는 좋든 싫든 서로 협력하고 타협해야 하는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의사는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환자와 함께 나아가야 하며,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의사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질병체험서사를 통해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환자와

의 협력에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질병체험서사를 

동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타인

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질병체험서사를 취재하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공동 작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으로써 팀을 조직하고 과업

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질병체험서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의료인문학 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

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질병체험서사를 읽고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것이다. 특히 각종 문학작품이나 영화 속에 담겨 있

는 질병체험서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병

체험서사들은 예술적으로 형상화되고 정제된 서사라는 점에

서 질병의 고통과 의미를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에 의해 재구성된 서사라는 점에서 실제 의

료현장의 모습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 할 수 있고, 의료인 보다

는 환자의 관점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상황만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문학 

교육에 질병체험서사를 이용할 때는 의료 현실과 접한 관

련을 맺고 있는 서사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

며, 특히 의과대학생이나 의료인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성찰적 글쓰기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저학년 학생과 임상 교육을 받은 고학년 학생이나 의료

인에게 서로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되 이를 통합적으

로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임상을 접하지 않은 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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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의과대학생들에게는 문학작품이나 각종 영상물속의 질

병체험서사를 통해 질병의 고통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을 갖게 하도록 하거나, 해부학 실습과 같은 교육 경험과 연관

된 성찰적 글쓰기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세대학

교 원주의과대학에서 예과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면의 표현

과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치유하는 글쓰기’ 과

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8]. 반면에 임상을 접한 고학년의 

의과대학생이나 의료인에게는 임상과 연계하여 자신이 목격

했던 환자들의 모습이나 의료 현실과 관련된 딜레마, 그 안에

서 겪었던 감정적인 혼란 등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성찰적 글쓰

기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의료인문학의 경우,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9]. 질병체험서사

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했을 때에는 교수자가 혼자 글을 읽는 

것보다 참여자 모두가 동료들의 글이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으며, 평가에는 이런 상호 간의 반응을 어떻게 포함해

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수업과 연관된 

주제를 정하여 일회성의 글쓰기가 아닌 학기 전체에 걸쳐 꾸

준한 글쓰기를 수행한 것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관리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체험서사를 이용한 교육 

방법 중 대표적인 것과 필자가 경험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평행 차트(Parallel Chart)

  평행 차트는 ‘서사중심의학(narrative based medicine)’을 

주창한 미국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샤론(R. Charon)이 제안한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서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서사적 역량(narrative competence)이란 “이야

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야기의 감추어진 부분을 찾아내

는 능력, 이야기를 배열 또는 재배열하여 하나의 가설을 만들

어 내는 능력, 이야기에 의해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 개별 환

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10]. 샤론은 의학교육과 진료에 서사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

장하는 데, 이런 서사적 역량을 갖춘 의료인일수록 환자의 이

야기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여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행 차트란 의료인이나 의과대학생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또는 환자가 투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

을 병원에서 통용되는 공식적인 의무기록 형식이 아니라 일

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차트처럼 작성해 보는 방법을 말한

다. 샤론은 본과 3학년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일주

일에 1회, 한 번에 1시간 반씩 평행 차트를 발표하는 프로그

램을 계획하였다. 분량은 A4 1장 이내로 정리하여 교수와 동

료 학생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하였다. 발표자 이외에 청중들

에게는 발표문을 나눠주지 않고 오직 발표자의 이야기에 귀

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주간의 과정이 끝나고 

참석자의 82%가 평행 차트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거나 환자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환자나 소생불능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환자의 관점

을 이해하고 환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10].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평행 차트를 쓰고 발표하는 이유가 그

룹 치료나 자조 집단의 모임과 같이 심리적인 치유나 만족감

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행 차트는 의과대학

생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이 질병을 겪어나가는 방식

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이 의학을 배워가는 과정을 분명

하게 탐구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평

행 차트를 통해 의과대학생들은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 공

감을 포함하는 임상적 진료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것은 의

과대학 교육에서 서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의의

가 있다.

  또한 샤론은 평행 차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는 데 그것은 첫째, 참가자들이 작성해온 글을 존중

해야 하고, 둘째, 참가자들에게 직접 읽게 해야 하며, 셋째, 각 

참가자들의 글쓰기 방식에 귀 기울여야 하고, 넷째, 청중들이 

텍스트에 대해 반응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다섯째, 써온 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10]. 의과대학생들은 

평행 차트를 씀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글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고, 모호했던 감정을 분명하게 객관화, 외재화(exter-

nalization)시킬 수 있다. 학생은 평행 차트를 쓰면서 환자 앞

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주인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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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럽게 바라보는 독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자아 성

찰의 과정은 평행 차트를 통한 감정적, 표현적 글쓰기가 갖는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다. 평행 차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

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변화하

게 된다. 의사가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환자의 문제와 감정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것은 평행 차트 훈련을 임상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 상상하고 공감하기

  ‘상상하고 공감하기’는 필자가 모 의과대학의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문학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글쓰기 

훈련이다. 이 수업의 목적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심리 상

태와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상상하고 이를 플롯화하여 글

을 씀으로써, 질병이라는 사건이 환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

를 갖게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함이다. 방법은 수업 몇 주 전에 환자

와 의사 간의 짧은 진료실 대화를 미리 제시하고, 이 대화를 

포함하면서 적당한 플롯을 가지는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도

록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는 환자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제한

을 두지 않는다면 수업 의도와는 달리 장난스럽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만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진

료실 대화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발췌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미리 검토해 온 과제물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발표

하게 한 후,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모든 학생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진료실 대화는 다음과 같다[11].

장소: 외래 진료실

등장인물: 혈액종양내과 의사, 중년 여자, 아들

의사: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중년 여자: 별일 없었어요.

의사: 지난번 검사의 결과가 좋지 않네요. 대장에 있던 암이 

커졌어요. 폐로 전이된 암도 커졌고요. 대장 내시경 검

사도 다시 하고, 항암 주사도 다시 맞으셔야 되겠어요.

중년 여자: 싫어요. 주사는 안 맞을 거예요!

아들: 안 맞긴 왜 안 맞아? 맞을 거예요. 

중년 여자: 난 안 맞아.

의사: 어머니는 잠깐 나가 계세요.

(어머니 퇴장)

아들: 항암주사를 맞으면 암이 나으실까요?

의사: 나아진다기보다는 암을 억제하는 거지요. 어머니랑 잘 

상의해 보세요.

아들: 네.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는 대장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이며, 아들 또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투석을 받고 있

는 환자였다. 아들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노점상을 하고,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자신의 치료에 쓰지 않겠다고 우기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어머니의 시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아들의 입장에서 치료

를 거부하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일부 학생은 의사의 입장에서 아들과 어머니를 관찰하거나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감추어져 있는 

인물의 시점을 통해 글쓰기를 함으로써,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훈련을 스스로 

수행하였다. 

  다양한 시점을 통한 글쓰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익힐 수 있다. 진료실

에서 의사가 만나는 환자의 뒤로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숨겨져 있으며, 질병은 이런 

삶의 맥락과는 동떨어져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다. 눈

앞에 있는 환자의 숨겨진 삶을 상상하고 재구성해보는 훈련

을 하는 것은 미래의 의사들로 하여금, 질병만을 보는 것이 아

니라 질병을 담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환자를 이해하는 자

세를 배우게 하며, 환자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것

을 재구성하여 질병이 환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건임을 일

깨워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 글

쓰기를 통해 의학 교육에서의 서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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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신경학자이자 의사인 색스(O. Sacks)에 의하면 근대 이전

의 의학에는 ‘이야기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했다[12]. 병상에

서 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를 진단과 치료의 근본으

로 삼는 이야기 전통은 히포크라테스 이래 서양의학의 근간

이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근대 이전의 의학이 지녔던 이야

기의 전통을 잃어버렸다. 현대 의학에서는 자율성 존중이라

는 원칙하에 환자들의 권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서사 포기 현상(narrative surrender)이 일어나고 있다[13]. 

따라서 의료인문학 교육은 현대 의학에서 소외된 개인의 이

야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체험

서사는 환자의 고통을 드러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도구이자 서로 다른 생활 세계에 존재하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실존적 간극을 매개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질병체험서사를 통해 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감’과 ‘지혜’를 

갖춘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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