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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센병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로 표현될 정도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질병이다. 그런 만큼 한센인은 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치료

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소외와 격리, 그리고 강제 수용의 대상이었다. 특

히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한센인에 대한 강제 수용은 치료의 

목적보다 그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여 격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따라 행해졌

다. 해방 이후에도 한센병에 대한 의학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한센인들에 대

한 사회의 눈길은 냉담했다.

한센인들을 효과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방안에 따라 한센인들을 강제적으

로 수용했던 장소는 전국적으로 분포1)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공간에

*  이 논문은 ‘2013년 대한의사학회 전국봄철학술대회(제 21회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

을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발표 후 문제점에 대하여 조언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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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1)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센인 정착촌만 91개 마을로 4,142명이 살고 있으

며, 시설과 재가까지 합치면 약 12,323명이 한센사업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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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내온 한센인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과 역사학계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강제적인 격리정책과 소록도를 중심으

로 연구되어 왔다(정근식, 1997; 최정기, 1994; 한순미, 2010; 국립소록도병

원, 1996; 대한나관리협회, 1988; 국가인권위원회,  2005; 채규태, 2011; 국사

편찬위원회, 2005; 김정란, 2006; 정근식, 2012; 정근식, 2013). 한센인 집단

마을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에도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한 연구가 소록

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유는 그 곳이 일제강점기 때 정책적으로 시행된 한

센인에 대한 첫 강제이주지라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센인에 대한 연구에서 한순미는 한센인에 대한 소문이 사회^정치적인 

언술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 소문들은 언론매체에 의해 확산되어 한센인

들에 대한 격리와 추방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센

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정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정근식의 주

도로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 8명과 그들을 치료한 의사 1명의 구술을 채

록한 자료집이다. 김정란의 연구는 부산에 있었던 ‘나병원’의 설립부터 폐쇄

과정을 의료선교사업과 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나병원’

의 폐쇄 이후 그 곳에 있던 한센인들은 주로 소록도로 이주하였다. 『한센인 인

권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한

센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용역보고서이다.

한센인들의 구술 채록집인 『국립소록도병원 100년 구술사료 1, 2집』은 국

립소록도병원에서 발간한 것이다. 그 중 1집은 “또 하나의 고향, 우리들의 풍

경”을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소록도병원에서 40년 이상 입원했던 한센인 환

자 19명과 소록도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임 직원 7명 등 총 26명을 대

상으로 하여 소록도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구술 채록한 것이다. 2집은 “자유

를 향한 여정, 세상에 내딛는 발걸음”을 제목으로 과거 소록도병원에 입원했

던 한센인으로서 현재 소록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중 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록도를 떠난 한센인들이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정착촌

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담고 있다.



김성리 : 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제22권 제2호(통권 제44호) 389-420, 2013년 8월 │391

이상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센인에 대한 연

구는 지속된 것이 사실이나 주로 질병정책이나 소록도 거주자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다. 둘째,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연구 목적 외의 

일상사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셋째, 기관이 연구의 주체인 경우

가 많아 한센인 개인의 삶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국립소록도병원 100년 

구술사료』 2집은 한센인 개인의 삶을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사회적

인 편견과 맞선 경험을 소록도 이후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구술 자료는 언

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수행되느냐에 따라 구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구술 채록의 목적이 치유가 아니라 기록보존이라는 측

면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센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삶의 문제를 질병 중

심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

하고 있다.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역사학의 다양화를 주장했던 아날학파의 한 사람인 페르낭 브로델은 “개인

으로서의 인간과 그가 겪는 사건과 정치를 ‘개인적 시간’으로”(전수연, 1996: 

224) 규정하며 보통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기 기록을 남기기 힘

든 역사 속의 소수자들도 그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간 그들만의 삶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개인 구술은 인간사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역

사란 장기간에 걸쳐 우연히 형성된 인간의 정신적 환경을 내포하므로, 명확

한 원인과 목적론적 결말에 친숙한 역사학적 방법론”(박선아, 2009: 208)만으

로는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센병은 그 병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책적

으로 질병관리가 이루어진 만큼 역사적인 기록보존이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는 개인의 삶이 모

여 이룬 집합체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2) 특히 개인 구술은 실

2)  도미니크 라카프라는 역사 기록을 실증적 사료 중심과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플롯, 이야

기, 설명 등)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실증적인 사료들이 결국은 요소들 속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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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인 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에서는 간과되기 쉬운 개인의 삶과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구술은 실증적인 사료를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구술

은 기록하는 순간 또 다른 실증적인 사료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인의 구술은 실증주의적 역사학이나 거시적인 서사의 관점에

서 볼 때 객관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개인 구술이 

지닌 주관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관성에는 과거의 시공간 속에서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던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

었는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사실은 오히려 개인의 생애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구성원이 되는 역사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윤택림^함한희, 2006: 53).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60여 년의 병력을 지닌 한센인 여성의 생애구술

을 중심으로 기존의 한센인 역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 개인의 삶을 전체적

으로 조망하여 구술이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술자

와의 대담은 한센병에 대한 질병정책이나 마을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기록 

보존이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가 실제로 치유성을 지니고 있

는지, 있다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 과정

에서 개인 구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기록 위주의 역사에서 자기 목소

리를 낼 수 없었던 개인의 이야기도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역사는 집단적인 전통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개인적인 경험은 인간적인 

삶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통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치유도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구술과 치유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구술을 

치유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구술 내용을 분석하여 구술에 의

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개인은 

것이라고 말한다(라카프라, 2008: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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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구성원이므로 구술 과정에서 언급되는 사건이나 시대적인 상황의 사

실성에 대해서는 기록된 사료들을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구술자의 대담 내

용과 구술자가 구술한 시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방법을 전제하

지 않고 분석할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

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구술 내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

해하고자 한다.

2. 구술과 치유의 연관성

역사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의 집합체이자 삶의 흔적이

다.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그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남

겼으며, 그림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들은 입으로 전해졌다. 문자가 만들어지면

서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오래 된 과거의 생활사를 알려

주고 있다. 세계 종교의 경전들은 성인의 말을 기억한 제자들의 입과 입을 통

하여 기록으로 남겨진 구전의 산물이다. 우리는 상고시대의 시가를 분석하여 

그 시기의 사회·정치·문화적인 맥락을 추측한다.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

와 향가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좋은 사료인데, 만약 일

연이 항간에 떠돌던 이야기들과 노래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고대사

는 민중의 삶이 배제된 지배계층의 역사만 전해져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자를 통해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구술과 관련된 문화는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 인식 이면에는 ‘말한다’라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

이 지닌 한계 때문에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삶의 흔적을 찾는 데에 구술이 지닌 주관성이 유용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구술한 내용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과거의 사건과 상황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걸러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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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록에는 개인의 생각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개인적인 언어는 개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3) 그래서 체계를 벗어난 개인

의 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으며, 기록 중심의 역사에

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를 볼 때, 개인 구술 내용은 공식적

인 기록이나 문헌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역사를 밝혀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실존

적 한계상황에서는 절박한 마음에서 더 많은 말이 하고 싶어진다. 실존적 한

계상황은 자기소외라는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자기소외는 자기상실로 이

어지고(이즈쓰, 2004: 19) 상실감이 커질수록 그 감정과 느낌의 상태는 말로 

발화되고 말을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4) 말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신의 몸으로 경험되는 삶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통합을 이루어 건강

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시작된다.5) 말하기는 상실된 자기를 찾아 소

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의 발현체인 것이다. 

말로 하는 기록인 구술이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말에 의미가 있

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존재는 살아 숨 쉬는 몸과 사유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

다. 사유한다는 것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자기의식을 가지고 반

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유력을 지닌 살아 있는 존재가 하는 말은 ‘참된 자

기의 탐구’과정으로써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이 되어가는 방법이다(이즈쓰, 

2004: 29). 모든 존재의 “언어 안에는 세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세계를 형성하

3)  소쉬르는 언어가 지닌 속성을 랑그와 파롤로 설명한다. 랑그는 말하는 사람이 처한 저마다

의 독특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존재하면서 말하는 사람을 구

속한다. 말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적인 약속 체계인 랑

그를 배워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따름이다. 즉, 랑그는 사

회의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규범에 의한 구속력을 지닌 반면, 파롤은 매우 개인적인 발화행

위이다(소쉬르, 1997:　19-30).

4)  월터 J. 옹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각은 편방향적이며 토막나는 감각이지만, 청각은 동시에 그

리고 순간에 모든 방향으로부터 소리가 모여오는 특성이 있어 통합하는 감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청각의 이상은 하모니, 즉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본다(옹, 1995:　114).

5)  “건강이란 삶의 리듬이고, 평형상태가 스스로의 균형을 잡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가다

머, 200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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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재에 대한 각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관점이 내재해 있기”(이즈쓰, 2004: 

23)때문에 말은 존재를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말이 되기 이전의 경험인 종자(種子, bīja)는 심층 깊은 곳에 있다가 조

건이 성립되면 현재적인 의미를 띠고 의식의 표층에 떠올라 말로 표현된다 

(이즈쓰, 2004: 74).6) 개인의 경험은 종자를 만들고 종자는 새로운 경험을 촉

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소쉬르가 말하는 랑그와 파롤이 언어의 외

적 구조라면, 종자에 영향을 받는 말은 언어의 내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말은 말하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적 지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움직이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말이 산출하

는 것은 모든 의식”(마루야마, 2002: 85)인 셈이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외부 세계의 현실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험을 한다. 고통은 이 틈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일종의 ‘완벽하지 못한’ 또는 ‘불만족스러운’ 감정 상태인 것이

다. 살아오면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무수한 종자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고통의 감정이 겹겹이 쌓이게 된다. 이때 “우리 모두는 

불완전성, 비실체성,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이라는 에는 듯한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불편을 마술처럼 해결하는 것을 갈망”(앱스타인, 2006: 

67)한다. 즉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제를 갈망하게 되는 것

이다. 이 기제의 하나가 ‘말하기’이다. 이 때 대담자는 구술자가 하는 말에 대

하여 구술자와 이해를 같이 하고, 구술자의 말이 역사적^예료적 재구성이며 

객관적^주관적 재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술자보다 그 말에 대하여 더 잘 이해

해야 한다(최신한, 2003: 122-123). 

‘말하기,’ 즉 구술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고대문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인도인들이 가장 오래 된 신의 말씀으로 여기는 베다에는 걱정과 괴로움을 달

6)  불교 유식론에서는 인간의 경험 한 조각 한 조각은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 의미의 향기를 품

는데, 이 향기는 의식 심층에 배어들어 의미 가능체를 낳고, 그 하나하나를 종자(種子, bīja)

라고 부른다. 말이 되기 이전의 경험이 제 8식인 아라야식에 저장되어 의미의 종자로 훈습되

면 제 7식인 말나식에서 언어가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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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며 신에게 바치는 찬가들이 있다(김미경, 2011: 56-58). 구약 성경에도 인

간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느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여 해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제의 중에는 무당이 산 자를 대신하여 죽은 자의 한을 말로 

풀어내는 것이 있다. 남해안 별신굿에서 무당은 죽은 자에게는 평안을 산 자

에게는 위로의 말을 주술적으로 펼쳐낸다. 진도 씻김굿에서 무당은 고풀이를 

통하여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고 남은 자에게는 위안을 준다. 고대의 경전에

서 신에게 드리는 찬가나 전통 제의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와 말

은 결국 산 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도 구술이 지닌 치유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술이 치유력을 지니는 것은 삶의 경험에 의한 의미가 말

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7) 구술의 과정에서 표현되는 말은 경험에 의해 형성된 

종자들의 표출과 같은 것이므로 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지향과 삶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가치가 들어 있다. 그래서 구술에는 단순하게 말하는 것에서 벗

어나 삶의 문제를 발생시킨 세계와 내면 의식을 통합하여 조화로운 상태를 유

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한다. 이 의지에 의해 구술을 통하여 억눌린 무의

식을 의식적으로 표출하여 고통을 순화시키면 치유는 시작된다.

3. 한센인의 생애구술을 통해 보는 자기치유 과정8)

7)  기록된 역사에서 소외된 개인의 경험은 “인간의 심층적 무의식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층적인 무의식은 존재성을 잃지 않으려는 자아에 의해 구술로 나타난다(제임스, 

2005: 37).

8) *  이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음을 밝힌다. 논문으로는 2012년 『의철학연구』 13집에 「시치

유에 대한 인문의학적 접근 - 한센인의 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2012년

도 연구는 구술한 시 11편을 분석한 것이며, 본 연구는 구술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시는 필요에 따라 일부분만 인용하고자 한다. 특히 시연구나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

야기들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웹진에 게재 중이다.  

   ** 이 장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대담 : 한센인 여성과 필자는 설문지 없이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방적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보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을 통한 소통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면담 대신 대담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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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만난 한센인은 그 당시 81세의 여성이었다. 그 여성의 증언에 의하

면 발병은 19세 때 임신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성

의 가장 큰 문제는 한센병이 아니라 한센병 때문에 겪어야 했던 사건으로 인

한 심리적인 고통이었다. 그 사건은  60여 년 동안 비밀로 숨겨져 왔으므로 고

통은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갑자기 사망한 어머니, 사랑하는 남성과의 강제적인 이

별,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한센병 환자이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입양 시킨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아들의 존재를 60여 년 동안 누구

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죄의식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한센병으로 인하여 얼굴 모습과 손^발이 변형되어 있어 정상적

인 생활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구술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인 표현은 없었으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고통의 원인으로 한센병을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질병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한센병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

는 셈이었다. 필자는 그 여성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삶을 시로 구술하도록 시

도하였으며, 그녀는 모두 11편의 시에 자신의 삶을 구술했다. 이 연구에서 분

석하는 구술내용은 이러한 만남의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담 내용이다.

1) 구술자의 선정과 대담 방식

대담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필자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

리 ○○부락 ○통 4반에 거주하는 한센인 여성 이말란 씨를 자택으로 찾아가 

진행하였다. 만남은 매주 1회 1시간~2시간 씩 진행되었으며, 모두 18회의 방

   2.  한센인 여성의 구체적인 거주지 명을 약식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한센인 마을에서는 필자

가 방문할 때마다 드러나지 않는 거부감을 보였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극

도로 경계하였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존중과 한센인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지명을 구

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약식 표기한다.

   3.  한센인 여성의 구술 내용을 일부 확인해 준 마을 주민도 이름 대신 그 분의 자택 주소지

로 표기한다. 

   4.  치유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칭한다. 필자

는 시를 통하여 치유에 이르는 것을 ‘치유시학’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

리의 논문을 참조(김성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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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담이 있었다. 대상 선정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의원에 협조 

요청하여, 김해시 보건소와 의원의 2006년 6월 협동 이동 진료 때 동참하여 

이루어졌다. 마을 회관에서 공개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겨 

두었는데, 이후 이말란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담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두 4명이 신청하였으나 2명은 첫 방문 때 대담을 거절하였고, 1명은 3개월 

동안 대담이 지속되다가 손자들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될 것을 염려하여 중단하

였다. 끝까지 대담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이말란 씨 1명이다.

대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의 목적만 밝히고 질문지를 미리 주지 않고 1

시간~2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대화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의 내용도 필자

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인 여성이 자신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구술하면 

그에 따라 필자가 질문하고 대답한 것이다. 대담 내용은 1~3회는 녹취를 거부

하여 기록만 하다가 4회부터 녹취를 허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취 내용은 모두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대담은 1:1로 진행되었다. 대담 중 구술한 시를 필자

가 다음 대담 때 읽어주면 자신이 구술한 시를 듣고 수정하거나 시의 내용과 

연관하여 부연 설명하였다. 그 설명에 이어 다른 경험을 연결하여 말하였다.

2) 한센인 여성의 생애구술 내용

한센인 여성은 1927년 4월 20일 울산(이말란은 울산 병영으로 구술했다)에

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겨진 재산이 있어서 

가세는 넉넉하였다. 오빠와 두 언니가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으로 가

서 살고 있어 거의 만나지 못했다. 해방 후에는 오빠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오빠 사후에 오빠의 유언을 받들어 일본인 올케언

니가 다녀갔다. 한센인 여성의 이름은 세 가지였다. 호적에는 이말란, 공공요

금 청구서에는 이숙자, 일본인 대학생 마쓰시타에게는 요시코로 불리었다.9) 

9)  경남 김해시 대동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호적에는 이말란으로 되어 있으며, 개명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어떤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지 확인한 결과 이숙자는 창씨개명 때 일본식

으로 쉽게 이름을 짓기 위하여 부른 이름인데 그 이름이 해방 후에까지 불리어져 공공요금 

납부서에 등록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센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되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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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여성은 부산고녀에 재학 중이던 17세에 일본인 대학생 마쓰시타를 

만났다. 처음에는 마쓰시타의 관심을 거부했으나 계속되는 구애에 사귀기 시

작했다. 그러던 중 의학적으로 진단받지 못하여 정확한 발병 시기를 모르지

만 18~19세에 한센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임신과 발병사실을 거의 동

시에 알았는데, 임신 중에 발병한 것인지 발병 초기에 발병 사실을 모르는 채 

임신이 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했다. 19세인 1945년 해방 직전에 마

쓰시타의 부모에 의해 마쓰시타와 헤어지고, 같은 해 8월에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다. 발병 때문에 살던 집과 재산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동네 산 밑의 움막

으로 가족이 쫓겨났다. 1946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 이상 혼자서는 아이

를 키울 수 없어 주위의 권유로 아들을 일본 대판(오사까)에 살고 있는 김해 

출신 재일한국인에게 입양 보냈다.

1946년 아들을 입양 보낸 후 한센병이 완치되는 약이 있다는 떠돌이 약장

수의 말에 속아 약장수를 따라가 한센인 집단 수용 마을에 강제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20세 겨울에 당시 26세였던 김철수 씨와 결혼하였다. 남편

에 대해 “많이 배워 똑똑하고 사리를 잘 알아 집단에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해결했다. 위원장으로 마을 일을 참 많이 봤다”고 회고하였다.10) 김철수 씨

는 83세에 별세할 때까지 입양 보냈던 아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결혼하였

지만 부부가 한 집에서 기거하지 못하고 남녀 따로 생활하던 초기 생활을 거

데에도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웃에 사는 분(도로 명 지번 23-17)이 증언하였다.

10)  “부산시내 낙동갱생원의 음성나환자 1백58명(전염성없음)은 그들이 설 땅을 마련하지 못

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서 연9일째 노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이곳을 떠나 논산으로 가려고 그곳에 집까지 마련, 이미 이삿짐까지 보내어 놓은 이

들은 논산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집까지 부서지고 당국이 이전 계획을 중지하는 바람에 오

도가도 못 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11일 이들을 긴급 구호하려고 구호품을 보내려 했으나 용

호동 주민들이 투석전까지 벌이며 수송을 방해했었다. 그러나 낮12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은 이 투석을 제지, 구호품을 실은 차량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들은 3,4일째 식량마저 떨

어져 굶주리고 있었다. (…) 낙동갱생원의 피수용자들은 지난 63년 7월의 「사라」호 태풍을 

만나 서구 을숙도로부터 작년 7월 용호동 뒷산 (동리에서 3~4백 미터 떨어진 곳)에 옮겨 정

착하려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축출 운동에 부딪쳐 지금 있는 곳은 동리에서 약 2킬로 이상 

떨어진 산봉에다 움막을 짓고 살아왔다. 피수용자인 김철수(44)씨는 “이제 눈물마저 말라

버렸다. 어디든지 개간지만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만 우리가 설 땅이 한 평도 없다”

고 한숨지었다”(『경향신문』,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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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23세 때 딸을 낳았다. 이 딸은 10세 되던 해에 미감아로는 공부를 계속하

기 어렵고 양육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고아원으로 보냈다가 울산으

로 입양되었다. 외손자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센인 여성의 존재를 

알고 찾아왔었지만, 사위는 여전히 장모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정

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6년 당시 41세인 작은 딸을 양녀로 입적

하여 키웠다.

한센인 여성은 한센병 발병 이후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강제적인 

이주가 자주 있었다고 구술했다. 잠시 머물다 쫓겨난 곳의 지명들은 다 기억

하지 못하지만, 정착하여 살다가 강제로 이주당한 지명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주 경로는 ‘울산(발병) - 울산(바닷가 외진 마을) - 부산 용호동(잠시 머물

렀음) - 을숙도 - 부산 용호동 뒷산(사라호 태풍으로 을숙도에서 나와 잠시 머

무름, 각주 10번 참고) - 현재 마을’이다. 현재의 마을에서 주로 닭과 돼지를 

키우며 살다가 부산-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로 보상을 받아 경제적으

로 나아졌다고 했다. 이후로는 보상금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약간의 임대료

로 생활하고 있었다.

3) 구술에 나타나는 심리변화를 통한 자기치유 과정

구술에 의한 삶의 진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말하고 듣는 인간에

게 말하기는 늘 그의 생활환경과 일치하므로 말한 내용 그 자체가 또 다른 생

생한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옹, 1985: 38-39). 자신의 삶을 말하기 위해

서는 과거의 기억을 재현해야하는데 기억은 기록과 다르다. 어떤 상황이나 사

건은 기록되기 전에 먼저 기억되고 기억은 말해진 후에 기록된다. 기억은 가

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기록되지 않았던 일상사는 실제 사건

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므로 접근 방법도 개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한센인 여성이 구술을 통하여 나타낸 고통의 시작은 한센병 발병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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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병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러한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자와의 대담을 신청하였다. 

대담 초기에는 구술 중간 중간 침묵과 한숨이 이어졌다. 가슴이 답답한 듯 몇 

마디의 말을 하고 나면 숨을 몰아쉬며 호흡을 조절해야 했다. 또 필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가만히 있기도 했다. 

한센인 여성의 고통은 어머니에 대한 아픈 기억, 입양 보낸 아들에 대한 그

리움과 죄의식, 아들의 친부이자 첫사랑이었던 마쓰시타에 대한 회한, 아들

의 존재를 끝까지 숨겼던 남편과 딸에 대한 미안함 등 네 가지였으며 모두 한

센병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에 대한 구술은 일목요연하지 않고 감정의 변

화에 따라 매우 들쭉날쭉 표현되었다. 대담이 시작된 2006년 7월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주로 침묵, 한숨,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 등이 많았다. 필자와의 대화도 날씨와 이웃의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일

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006년 8월에 접어들면서 간단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8월 말에 <여름밤>이라는 시를 구술하면서 적극

적으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내 울었다. 아이고 내 운다. 내 안 우나.11) 

(언제나 운다. 아이고 언제나 운다. 언제나 울고 있다)(2006년 

7월 2일).

(손사레를 치고 몸을 반쯤 돌려 앉으며)말마라, 말마래이. 무신 

말을 어찌 하겄노(2006년 8월 6일).

대담이 시작되자 ‘언제나 울며 산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 말을 이

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태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을 읽

11)  본문에 인용되는 구술은 2006년 7월~2007년 2월 사이에 진행된 대담의 내용이다. 문자로 

옮긴 구술의 총 분량은 대화록만 200자 원고지 1,754매이다. 이 중 4번의 발췌 과정을 거쳐 

마음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구술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 )안에 필자의 주석 또는 구술자의 구술과 병행된 행동을 명기한다. 그리고 구술 시기

는 인용문 끝에 ( )표시하여 연^월^일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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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구술이 시작되자 고통의 대상인 어머니, 아들, 마쓰시타에 대

한 기억이 엉켜 있어 말의 내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구술

이 조금씩 진행되고, 필자가 자신의 말을 정리하여 들려주는 상황이 몇 번 반

복되자 과거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연관된 시간과 장소, 기억 등이 각각 다르

게 구술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한 첫 번째 대상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발병 초

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했던 기억만 있었

다. 마쓰시타와의 기억은 발병 이전의 시간을 지향하고 있었다. 아들은 임신

부터 입양까지의 기억을 매우 또렷하게 구술했다. 남편과 딸에 대해서는 대

답을 회피하거나 못 들은 척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센인 여

성의 내면은 발병과 결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구술 초기 내용은 인물과 사건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였고, 발병 이전의 

행복했던 과거 지향은 현실을 부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한센인 여성

의 내면은 실제 생활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상태에 놓여 있었다.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몸의 변화나 위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동일성

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은 병든 몸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게 되

는데”(김성리, 2012: 170),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은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상태에 의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

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

태였다. 즉,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스

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어떤 생각을......꼬라지가 얼굴도 손도 저래가지

고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저래쌌는가 싶어서, 그런 마음이 그래

가......아이고, 뭐 끝에는 그렇게 돼도 속상한 마음 다 같다 아이

가. 같으니까네 또 이런 거를 말하고 안 그라나. 이래가 어디 가 

(서) 내가 말한들 누가 뭐라고 수용 하겠노. 내 말 수용 하겠나? 수

용도 안 하고 뭐 꼴이 저래가지고.....(200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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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만한 벌레도/ 풀의 이슬을 먹고 사는데/ 하물며 생명인 인

간을/ 물도 못 먹게 합니까? (구술시 - <내 인생길 -> 중에서)(2006

년 11월 8일).

자신의 병든 몸에 대한 회한과 자학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인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발병 당시 오랫동안 

잘 지냈던 동네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잊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

다. 호흡이 빨라지거나 구술 중간에 말을 끊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믿었

던 지인들이 동네 우물조차 떠가지 못하게 하던 행동과 재산을 뺏기고 구걸로 

연명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기억은 세상을 부정하는 중요한 매개

가 된 것으로 보였다. 미혼모로 병마저 든 자신을 돌보아 준 어머니에 대한 기

억을 이야기할 때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슬픔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머니는)맨날천날 날만 새모 산에 가는 기라. (옷이)째지고 

(이마가)깨지고 그래도 망태기는 꼭 쥐고 온다. 말마라, 말마라

(2006년 8월 27일).

허리에는 노끈을 드리우고/ 약초 망태기는 어깨에 메고// 지팽

이 손에 잡고/ 이산으로 저산으로/ 헤매며// 내 딸 병 고치네 느

삼태12)야 나오너라/ 내 딸 병 고치네 느삼태야 나오너라(구술시 -  

<어머니> 중에서 -)(2006년 9월 5일).

(병에 걸려) 집에 있는데 엄마가 말도 못한다. (엄마만 생각하

면)말이 안 돼. 그때 약도 발견 못했다. 약이 없고 해방되고 그래

가 기름약(대풍자유를 일컬음)을 알고 그랬다(2006년 11월 8일).    

그러나 대담이 진행되고 자신이 구술한 시를 필자가 다시 읽어줄 때, 자신

12)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오재근 교수의 자문에 의하면, “ ‘고삼’ 또는 ‘너삼’이라고 한다. ‘느

삼태’는 울산 지역의 방언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자생하며 구하기 쉬운 

식물이다. 한센병에 널리 쓰였으며, 동의보감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발병 당시 마을 사람

들이 모녀가 동네 가까이에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깊은 산으로 가서 이 식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구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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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면적인 상황을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번 대담에서 

구술한 시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을 재구

조화했다. 기억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것과 같다. 한

센인 여성의 경우 과거에 몰입되어 있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구술한 

내용과 자신의 시를 다시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술과정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을 거쳐 국가에서 한센병에 대한 치

료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는 주로 민간요법에 의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풍자유는 한센인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다.13) 한센인 여성

도 대풍자유를 외상으로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한센인 집단 마을로 갔다고 구

술했다. 위의 구술에서 특이한 것은 ‘느삼태’였다. ‘느삼태’를 구해 와서 달여 

마셨는데 매우 독했다고 회상했다. 어머니에 대한 구술에서 한센병을 치료하

기 위해 자신과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병이 진행된 데에 대한 절

망감을 알 수 있었다. 

한센인 여성은 구술 전(全)과정에서 5번째 대담에서부터 자신이 지니고 있

던 문제들을 각각 분리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고통이 표현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던 “말마라” 또는 “무신 말을 우찌”와 같은 표현

들 대신 대상들과 관련된 기억이나 자신의 감정을 각각 표현했으며, 그 과정

에서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 시도했던 치료방법들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

고 구술 하는 중에도 병이 나았더라면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말

을 자주 했다.

근데 내가 은자 (아들)얘기로 얘기를(소설을) 한번 지어 보까 싶

13)  대풍자유는 대풍자 나무의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한센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대

풍자유를 한센병의 치료제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해 가지

고는 대풍자유, 그거를, 주사를 맞고 나서는 이제 병이 다 나았다 말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122).” “그때는 약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원장님이 니꾸사꾸

를 메고 한약방을 다니면서 대풍자라는 열매를 사다가 내주니까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병

이 잘 낫더라고(국사편찬위원회, 200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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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그거는 안 되겄어. 그거는 지어볼라 쿠이 너무 그거 하고.....

(아들의 이름을)기억하기로. 그 인자 해방되고 났다고, 일본가 그

래 미국사람 자기 그 하지만은 그래가 이겼지만은 은자 이겼다고 

팔월 달에 나왔다고(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8월에 태어났다고) 팔자 들고 승리 했다고 승자, 승팔이라고 그 집

에서(아들을 입양해 간 집) 그리 짓데. 승팔이라고 짓고 가스하찌

라고 그리 짓고 그래. 그 집에는 야수다다. 일본에서 그거 했는 야

수다다(일본에서 일본식으로 바꾼 성이 야스다이다). 야수다 가스

하찌, 그 주인 남자 이름도 다 알아. 세이지 야수다, 세이지라쿤다 

다 알고(내가 지금도 다 기억한다)(2006년 8월 6일).

그래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것도 (알고)싶으고, 내 자슥.......그

래도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아니가. (이웃사람들이) 살짝 너거 

부모는 살아있다, 놓은 부모가 아니다, 이리 하모 자기가 인자 그

걸 알아지면 한번 찾아볼까... 찾아봐도(아들이 나를 찾아와도) 겁

이 나는 기, 와글냐 하면 병 안들었으모 바로 찾았지 찾고 말고. 일

본 땅에 바로 가가 (내가)먼저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병드니까네 

내가 쫌 그거하고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지. 그래가 언제든지 그거하

고 내를 알아가지고 언제 내한테 자기가 찾아오면 모르지만은 안 

그러면은.....(2006년 9월 5일).

내가 지금도 내가 병만 안 들었으면 내가 이래 안 있을낀데. 지

금이라도 쫓아가면 만날낀데 싶으고, 어짜든지 내가 해낼낀데 싶

으고. 그런 거는 내가 병만 안 들었으면 할 낀데, 이런 마음이 들어. 

자신이 자꾸 생기고 병만 안 들었으면 그래가 그라지 내가 안 그라

면......(2006년 9월 17일).

(말을 하고 나니) 낫기로 낫고 사실 사실 그대로 또 새삼스럽게 

그리워질 때도 있고 안 그라면 내 힘든...... 내가 만나지겠나 운

명이 그기 되면 한번 만나질란가 모르지마는(2006년 10월 10일).

- <입양 보낸 아들에 대한 구술 내용> 중에서 - 

아들에 대한 기억은 세세한 부분까지 유난히 또렷했다. 그만큼 아들에 대

한 아픔이 크다는 뜻이다. 아들이 태어난 달인 8월이 되자 한센인 여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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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일본식 이름과 아들 양부의 이름을 정확하게 구술했다. ‘자신이 다 기억

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아들의 존재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밝힌 후 1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 대한 마음을 시로 나타내

었다. “아가야, 보고 싶구나”로 시작하여 “승팔아/ 이 어리석은 에미/ 바보 같

은 에미/ 병든 나를 용서해 다오(구술시 <아가야> 중에서)”로 끝을 맺은 시, 

그리고 이어지는 구술에서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은 간절한 모성을 담고 있었

다.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찾지 못한다는 회한과 만나고 싶다는 희

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억은 더 고통스럽게 남아 있

었다. 아들에 대한 구술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생부이자 첫사랑이었던 마쓰시

타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졌다.

좋아했다. 둘이는 죽고 못 살아. 애기 딱 놓고 함 보고가고, 그때 

애기 배가지고 저거 엄마한테 말로 못 해가 학교 갈 때 편지 써 놔

놓고 갈까 이라데. 그라고 만주에 저거 이모가 있다고 만주로 달나

가자(도망가자) 그라데. 둘이 나가자카는기라(2006년 11월15일).

생각하지, 생각하고. 집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지도 장가를 가

가 아를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싶으고 그렇기도 하고. 지도 얼마

나, 지도 인간 겉으면 우예 옛날에 그기(우리 둘이 사랑했던 기억

을) 안 생각하겄노(2007년 1월 9일).

 - <첫사랑 마쓰시타에 대한 구술 내용> 중에서 -

마스시타에 대해서는 대담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구술하였다. 특히 아들을 

임신했을 때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기보다 도망가자고 했던 일을 몇 번에 걸

쳐 구술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친구를 통하여 소

식을 알려오던 것에 대하여 “나도 그때 건강한 께나 자존심이 있거든”이라는 

표현으로 원망의 마음을 나타냈다. 마쓰시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에 두 

편의 시를 연속으로 구술하였는데, 두 번째 시에서 “애당초 나와 마쓰시타는/ 

맺어질 사랑이 아니었구나./ 국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 이것이 우리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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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 보내주리라, 가거라/ 속절없는 사랑, 미련 없이 보내주마.”라며 이

별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구술에서는 지금도 생각이 나고 궁금하다는 표현

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마쓰시타와의 기억은 이미 과거이지만 잊지 못하

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구술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별한 남편에 대한 표현이었다. 구술 

초기에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못 들은 척 했으나, 구술이 진행

될수록 남편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속임수에 의해 결

혼을 했기 때문에 보기 싫었다”라고 말했으나 구술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불

편한 마음은 마쓰시타에 대한 기억과 연관이 있으며, 지금 생각하면 자신에

게 “참 잘한 남편이며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신도 남편

에게 비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속임수에 의한 결혼도 남편의 잘못이 아니

라 자신이 떠돌이 약장수의 말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오랜 오해를 스스

로 풀어나갔다.

이 사람(남편)도 말 잘 하제. 어디가면 말 잘 하제, 똑똑하고 어

디 그거 한 데가 없었다. 인물이고 뭐시고 그거하고(모자람이 없었

다) 다른 데도 안 그래(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도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우야노. 그래 한 번씩 안 그라나. 니가 날로 그리 

밉나 이라고. 그리 보기 싫나 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하고 있

다(2006년 11월 15일).

아무도 모린다. 알모 안 되제. 몇 번 말할라 하다가 멈추고 그

랬제. (남편은)아무 것도 모리고 갔다(사망했다). 딸한테도 미안

코.... 내 인제 죽으모 그리그리해서(딸들도 이 이야기 듣고 그렇

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겄제(2006년 12월 12일).

(남편에게)내가 마이 틱틱 거렸지. 내(항상) 그리는 안 했는데 

한 번씩 가다가 누버있으면 (마쓰시타가)머리를 지나가는 기라.  

(그러면 내가)머리 잘잘 흔들어 뿌고(2006년 12월 24일).

진짜 정 안 주지더라. 내 때문에 저거(아이) 아버지도 죽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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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언제나) 울고, 달게도 울고 아침 저녁으로 내 울고. 내(이말

란) 간다 이라면 보따리 싸가 간다 그라하면, (남편은)아이고 가보

지 어디가 몇 발 못가가 붙잡히지. 이 안에 법이 없는 줄 아냐고, 당

신 마음대로 하냐고, 가 보라꼬, 이래 큰 소리하고. 그래도 내 시집

가는 그 날로 해가지고 할라고(도망가든가 죽으려고) 몇 번이나 망

설였어. 그걸로 하다가(시도만 하다가) 그때도(결혼하던 때도) 12

월 달에 할 때거든(2007년 1월 2일). 

속혀 갔지. 내가 인자 와글라쿠면 인자 집에 병들어 안 있나. 있

는데 엄마랑 둘이 살다가 엄마 세상 뜨고 내 혼자 있어서, 내 혼자 

있는데 내 병들었단 소리 듣고 약을 팔러 오는기라. 와가지고 약을 

팔러 와가 그 때 중매쟁이라쿠는 사람이 있어서 약을 타 무라고 기

름 약,  옛날에 대풍유(대풍자유) 기름 약 있다. (……) 요거 두 개

만 무면 성한 사람 된다 하는기라. 약은 탐이 났는데 돈이 있어야 

해묵지. 외상을 사무라쿠는기라(2007년 1월 9일).

  - <남편에 대한 구술 내용> 중에서 -

남편에 대한 구술의 초기에는 남편에게 정을 줄 수 없었던 이유를 자각하지 

못했다(2006년 11월 구술 참고). 그러나 마쓰시타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는 시

점인 2006년 12월 말의 구술에 이르자 남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

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존재를 회피하던 시점부터 인정하기까지 6개월의 시

간이 필요했다. 이 기간은 마쓰시타에 대한 자신의 막연한 마음을 구체적으

로 정리하는 시점과 닿아 있다. 대담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날 즈음에야 비로

소 과거와 현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흔적을 더듬어가며 구술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

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뒤섞

여 있던 기억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효과를 가져왔다. 말하면서 엉켜 있던 고통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냈기 때문

에 비로소 자기 삶의 문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고통의 실체를 드러

냈다는 것은 말하기의 힘을 빌려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 보

는 것과 같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해체시켜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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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 결과, ‘내가 병에 안 걸렸더라면’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그것이 구술 후기에서 보인 삶에 대한 태도이다.

내 죽으면 그거(구술한 시와 구술한 내용)는 은자(이제) 남가 놓

고, 낸주(나중에) 이제 많아지면 책도 내고......우리 손자들(입양

한 작은 딸의 아이들), 머슴아들도 몰랐다. 제대로 할매는 와글노? 

손이 와글노? 저거 엄마한테 묻고, (딸은)옛날에 일제 시대 폭탄이 

터지가 그서 그래가 왔다 이리 말하고. 그래도 그래 인자 크면 저거

도 생각해지 끼그만.  아래 병원에 노는 날 왔데. 왔는데 거 앉아서 

그 뭐 대강 이야기 안 해줬나. 아는 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지. 

지(손자)가 어디가가 딴 아들은 아는데(이 동네 다른 집 아이들은 

내가 한센병인 걸 다 아는데) 지만 모르면 그 바보 취급하고......

(2006년 11월 15일). 

내 이번에도 가을이라고 내가 함 해본다고 해 놨거든. 해 놨는데 

어이 해 놨는가 자네 보면 우스울끼다. (…) 내가 그림도 소질 있

다. 그런데 눈이 이래가 몬 그린다. 그림도 그리고 전에 그랬다. 전

엔 그랬는데 인자는 몬 그란다(2006년 12월 12일).

사진이 많았다. 많았는데, 그거 한 것만 나쁜 거만 남아있고 단

체로 찍은 거만 남아있고 전부......중학교 댕길 때 일본 가고시마 

여행가가 찍은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불 살라뿌고 어떨 때

는 보기 참 그럴 때는 놔두면 머하노 싶어가지고 다 째내삐고......

(2006년 12월 24일).

그래가지고 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약을 먹고 죽을까. 

한 번은 약 물라고 저거(정부에서 주는 한센병 치료제인 DDS를 일

컬음)를 내가 한 서른 개 무았다. 서른 개 묵으니 죽지는 안 하고 토

하기만 토하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굿이 났지. 그거 묵고 나니 잠이 

안 오대. 밤낮으로 잠이 안 오대(2007년 1월 23일).

2006년 10월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나던 자기비하적인 표현들은 2006년 11

월에 시 <내 인생길>을 구술한 후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은 한센

인이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피력했다. 작은 딸이 손자들에게 자



KIM Seong-lee :  Hansen’s Oral Life Histories and Healing

│ 醫史學410

신의 병을 감추는 것에 반대하고 스스로 자신의 실체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

고 필자와의 대담 과정에서 구술한 시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또 자신의 삶을 소설로 만

들면 혹시라도 일본에 있는 아들이 그 소설을 읽고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찾

아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나타내며, 필자에게 자신의 삶을 소설로 만

들어 달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구술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정

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아,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켜 나

가는 것이다.

한센인 여성은 자신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한센병의 후유증으로 심해진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방학 때 

작은 딸의 아이들이 오면 그림을 곧잘 그려주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큰 소리

로 웃기도 하였다. 또 병에 걸려 변해가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사진을 찢어 버

렸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을 다시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와 같은 변화

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신의 모습은 변해가

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다. 이러한 자기애는 면담 마지막 

시기에 이르자 삶이 힘들어 시도했던 세 번째 자살 시도에 대해서도 마치 남

의 말을 하듯이 담담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힘이 되었다. 더 이상 자기의 과

거 모습은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기 삶의 일부였

음을 자각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센병 때문에 부정했던 몸을 다시 살펴

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격적 자아로 다가감을 의미한다. 인격

적 자아는 몸과 분리된 추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생활 세계 안에서 몸으로 살

아가는 구체적인 자아를 말한다(조관성, 2000: 47). 

발병과 많은 고통 속에서도 삶은 계속 되지만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삶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술에 의한 자신의 목소리는 자기를 새

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구술 자체가 매우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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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리기 이전의 자신을 이야기한 내용을 필자를 통하여 

다시 들으면서, 자기에게도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것

이다. 이러한 앎은 자신을 다시 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한다. 성찰에 

의해 병이 든 몸을 관조함으로써 병은 그 힘을 상실하고 더 이상 어떠한 의미

도 지니지 않게 된다. 구술을 통하여 고통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고

통 자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촉매가 된 것이다(유현주, 2011: 24). 

한센병 환자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사실이 더 이상 실제 생활 세계

를 방해하지 않는 것, 즉 나와 세계가 균형을 이룬 상태인 것이다. 현실을 응

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고 사유는 현실

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 현실에 대한 부정과 존재 상실감으로 갈등상태였

던 마음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여 보게 되었다. 이것

이 구술을 통한 치유이다. 

불교 인식론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14) 그러나 우리들의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므로 우리

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한센인 여성은 구술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아를 형성시켜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의식의 지향은 

자각에 의해 시작된다. 자각과 성찰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게 하는 의미 있

는 개인적 체험이다. 이 자각과 성찰에 의해 ‘충분하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래서 말을 한다. 말로써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울 때 만족하고 불균형과 갈등

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된다(펄스, 1988: 116-117). 

한센인 여성의 구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병에 걸린 자신을 부정하는 인식에

서 병에 걸린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술 초기에는 주로 자신의 병을 인정함

14)  불교 인식론의 4성제(四聖蹄)와 치유에 관한 것은 김성리의 논문을 참조(김성리, 2011).



KIM Seong-lee :  Hansen’s Oral Life Histories and Healing

│ 醫史學412

과 동시에 절망감을 표현하며, 병에 걸린 자신과 이웃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

다. 이 분노의 감정은 곧 자존감 상실로 이어졌다. 실제 한센인 여성이 구술한 

생애사를 보면 모두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한다. 자존감 상실로 인하여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이 진행되면서 마음은 

자연적으로 균형을 회복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에 

의해 자기 성찰을 거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15) 

한센인 여성이 한센병과 고통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뒤엉켜 있던 과거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행위는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81세라는 삶의 연륜과 60여 년 동안 비밀을 간

직한 채 한센인으로 살았던 생애 자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

적인 계기는 필자와 나눈 대담이었다. 자신의 삶을 구술하면서 부정하고자 했

던 것들이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였음을 알게 된 것이

다. 한센인 여성은 대담 과정에서 “생각하면 머리가 많이 아파서 이제 안 해

야지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시가 떠오르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통이 사라지게 된다”(2006년 12월 12일 구술)라고 구술한 바 있다. 구술이 

진행되면서 자각이 생기고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마음의 안정(止)을 얻

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게(觀) 되어 자신을 치유하게 된 것이다.16) 

15)  한센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퀴블러-로스는 임종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배려 차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결과를 쓴 『인간의 죽음』에서 임종환자의 심리를 5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로스, 1979). 퀴블러-로스가 밝히고 있듯이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

에 따라 마음의 변화는 다 다르다. 그러나 퀴블러-로스의 연구결과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심리변화를 이해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센인이 구술 과정에서 보인 ‘자

각’과 ‘성찰’은 비록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더 많은 사례가 축적된다면 구술

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16)  필자는 한센인 여성이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시를 짓는 과정이 불교의 지관(止觀)수행과 유

사한다고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존재의 상태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타기성(依他起

性)·원성실성(圓成實性)으로 본다. 집착이 온갖 여건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있

는 그대로의 참된 실재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의 상태와 止觀에 대해

서는 마키오의 책을 참고 (마키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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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필자가 만난 여성은 당시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

나, 나균(Mycobacterium leprae)의 양성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약을 복

용 중이었다. 그리고 한센병의 발병 때문에 시작된 마음의 고통이 60여 년 동

안 지속되고 있었다. 치유는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려 낫게 하는 것인데, 몸

의 병으로 인하여 생긴 고통 때문에 삶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병을 온전히 다

스렸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의해 지속되는 삶의 고

통에 구술은 치유에 이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술은 환자가 매우 개인적

인 성격을 지닌 삶의 고통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센인 여성의 경

우 주관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었을 때 청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

제를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식의 변화

는 구술에 의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구술이 자기 성찰을 동반하는 것은 

구술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구술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여 

치유하는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즉 구술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이 구술한 자신의 삶을 제 3자인 필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다시 들

으면서 완벽하지 못하여 불만족스러웠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연

구는 비록 한센인 한 명에게 시도했던 결과이며, 심리적인 변화 또한 주관적

이고 가변적인 요소가 있으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개인 구술 

자료가 축적된다면 이 자료들은 보다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가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

센인 연구는 한센병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센병이 

아니라 고통에 얼룩진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비록 몸은 한센병에 걸렸으나 한센인이기 이전에 보통의 사람과 같은 소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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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전한 삶,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은 한센병에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 똑 같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센

인을 질병의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 그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철저하

게 구술자의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삶

과 그에 따른 고통은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며,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대담에서도 필자는 질문

지를 미리 주지 않았고,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한센인 여성이 스스

로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구술 도중 감정에 몰입하여 

대담이 어려워질 경우에만 구술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들려주었다. 한센인 여

성이 필자를 만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까지에는 7개월의 기간이 필

요했다. 구술을 통한 치유는 개인에 따라 방법도 다르지만 자신을 자각하고 

성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는 서

사적인 서술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개인구술은 경험에 의한 인간적인 삶

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은 자

신의 삶을 스스로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객관화 과정은 구술자가 치유

에 이르는 과정과 같다. 둘째,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은 심층적인 무

의식을 형성하고, 이것은 존재성을 잃지 않으려는 자아에 의해 구술로 나타난

다. 따라서 구술 그 자체는 역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살아온 흔적이자 존재

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구술내용이 기록되어 다양한 사례가 

축적된다면 기록 중심의 역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인들의 역사가 될 수 있

다. 셋째, 한센인 여성의 경우 한센병으로 인하여 생긴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구술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로 뒤엉켜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갔다. 넷째, 한센인 여성은 구술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의미 있는 삶과 자신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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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시켜 나갔으며,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 싶어 했다. 구술

에 의한 인식의 변화는 현실에 대한 부정과 존재 상실감으로 갈등상태였던 마

음이 현실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여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자

신의 참된 실체를 알고 자신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구술은 문제를 알

고 해결방법을 탐색하여 해결에 이르는 자기실현의 과정이다. 

이 연구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자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와 그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개인구술사례와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유 방법이 드러

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개인구술에 의한 치유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삶의 

문제로부터 고통 받을 때 그 문제에 적합한 치유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연구의 가치와 의미는 구술이 지닌 이러한 치유적인 가능성을 제시

하는 데에 있다. 

색인어: 구술, 경험, 한센병, 마음의 고통, 삶의 문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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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nsen’s Oral Life Histories and Healing

KIM Seong-lee*

*The Institute of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The individual oral statement is human story based on experience. The 

personal experience forms unconsciousness which appears in a form of 

oral statement by ego that doesn’t want to lose existence. Thus, the process 

which exposes a tormented hearts is the objectification of oneself. Through 

this step, oral person attains a healing. If this sort of individual oral is 

accrued, the undeserved personal affairs could be a history. In case of 

Hansen’s disease patient, She could escape from negative understanding 

about herself and the world. Furthermore, She kept formating her values 

about meaningful life and future oriented value. Also, She wants to keep a 

record of her life. She comes to know that what she denied is actually what 

she should surmount over oral statement. As a result, She could attains a 

healing for oneself through oral statement. The oral statement made her 

look into she’s problems. Therefore, oral statement is a self-realization. 

Through this, person could know what the problem is and solution. 

  This research is about only one person, so there is need for more cases 

and studies. If this sort of individual oral statement is accrued, there could 

be a curative narration. This can suggest an curative alternative when we 

suffer from problem of life. The merit of this research is render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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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Keywords:  oral statement, experience, Hansen’s disease, suffering of 

mind, problems of life, hea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