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질병을 어떻게 보고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

제는 의학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질병을 어떻

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다루는 의학의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이 문제가 중심

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정의의 문제 혹은 질병의 개념화에 대한 문제

는 단지 의학의 역사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

다 그것은 의학의 철학에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물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질병은 실체적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의 과

정인가? 질병은 객관적 실재의 반영인가 아니

면 인위적인 구성물인가? 물론 이러한 물음은

유명론자와 실재론자 사이의 해묵은 철학적 대

립이 의학의 영역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의학에서의 이 대립은 질병

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에 실재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추상적인 철학논쟁에 새

로운 빛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질병을 어떻게 개념화하였는가 하는 관점에

서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대립적인

병리이론이 번갈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실재론적 질병관으로 이것은 원시적 질

병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원시적 질병관은

귀신(혹은 악령)이 몸 안에 침범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치료는 귀신이

라는 실체를 몸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념은 반드시 원시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미생물병인론 역시 동일한 개념

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실재론적 질병관은 질병이 우리 몸 안에 일정

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질병의 원인이 어느 부

위에 가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질병의 부위

가 달라지고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진다

질병은 몸 전체가 겪는 실존적 사건이기도 하

지만 특정부위에 생기는 국소적 현상이기도 하

다 이러한 관념 역시 원시적 기원과 함께 해

부병리학이라는 현대의학적 관념으로 표현되

고 있다

다음으로 질병을 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번째 입장은 인체와 그 각 구성요소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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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과 조화가 건강이며 그것이 깨어진 것

을 질병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자연

철학자들과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의 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관이었

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서양의학의 대표적 병

리이론이었던 4체액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이 글에서는 갈레노스의 질병개념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갈레노스는 고대의학의

집대성자로서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하여 자신

에 앞서 활동했던 많은 의학자들의 이론을 비

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기 나름의

새로운 의학이론을 발전시켰다 질병의 개념

에 대해서도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를 비롯

하여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의학자들의 질병개

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적인 질병개념

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갈레노스의 질병

개념을 살펴보고 그 개념이 이전 의학자들의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

다

2 질병의 실체적 근거

갈레노스의 질병개념은 전체적으로 보아 정

적이기보다는 동적이다 물론 갈레노스가 동

적인 질병관과 함께 구조적인 이상도 질병의

한 부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적으로 보아 그의 질병관은 기능적인 이상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따라서

질병에 대한 갈레노스의 정의도 신체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갈레노스는 질병을 신체 어

느 부분의 기능(혹은 활동)에 장애가 온 것으

로 정의하였다 2) 이 정의에 따르면 치료의 목

표는 문제가 생긴 부위가 가진 원래의 자연적

활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갈

레노스의 질병개념이 동적이고 기능중심적이

라고 하여 방법론학파의 올림피쿠스가 주장하

듯이 질병이 단순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의

변화나 또는 자연적 혹은 정상적 상태에서 자

연적이지 않은 상태로의 전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왜냐하면 갈레노스에게 있어 질병은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며 기본적

으로는 실체(ousia)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 4)

그런데 여기서 갈레노스가 말하는 실체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의 본질이나 실체론적 질병

관 혹은 질병의 해부병리학적 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레

노스의 실체는 물질적 실체성에 국한되지 않으

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즉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뿐 아니라 지속적

1) 치료방법에 관하여 (De Methodo Medendi) 10 126 K ( 치료방법에 관하여 는 관례에 따라 이하 MM으

로 표기함) 갈레노스 저서의 인용은 Kühn의 판을 기준으로 한다 (관례에 따라 K 로 표기) 그리고

Kühn의 판본 이후에 나온 비평판이 있을 경우 이를 병기하였다 히포크라테스 인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트레 판본을 기준으로 하되(관례에 따라 L 로 표기) 최신 비평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쪽수도 함

께 병기하였다

2) MM 1 5 (10 41 K )

3) MM 1 7 (10 54 K )
4) ousia 는 철학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사물의 본

질(essence)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체(substance)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갈레노스는 ousia 를

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하나 여기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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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하는 상태도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

러한 규정에 따르면 건강과 질병은 지속적인

상태이므로 그것은 실체적이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속되는 모든 것은 실체성을 갖고

있다고 갈레노스는 보았던 것이다 5) 이처럼

갈레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넓은 의

미에서 실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체성의 개념에 의거하여 갈레노스

는 병리적 현상을 구별하였다 6) 먼저 그는 질

병(nousos)과 질환(pathos)을 구별하였다 이 관

점에 따르면 질병은 이미 확립되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질환은 아직 확립되

지 않고 진행중인 병리적 상황이나 과정을 의

미한다 7) 그런데 이러한 갈레노스의 관점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질병개념과는 상당히 다

른 모습을 보여준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질병은 시간적인 경과를 통해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해된다 8) 여기서 질병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9) 각각의 병리적 현상과

증상은 질병이 가지는 전체적인 역사적 10)

구조 속에 통합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질

병에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의 강약도 이 전체

적 과정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경구 의

저자는 질병의 시작과 끝에는 모든 것이 미약

하다 모든 것은 질병의 절정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11)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적

전략도 이 과정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즉 질병

이 한창 맹위를 떨치는 절정기에서 개입은 피

하고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시작기에 개입

하라고 같은 저자는 충고하고 있다 12) 즉 히포

크라테스 의학이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진행되

는 일련의 과정을 질병으로 본 반면 갈레노스

는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지속

되는 병리적 상태를 질병으로 보았던 것이다

갈레노스는 질병과 혼동하기 쉬운 여러 상

태들을 질병과 엄밀하게 구별하였는데 그 구별

의 기준은 그것이 질병과 같은 실체성을 가지

는가의 여부였다 갈레노스는 이러한 실체론

적 질병개념에 근거하여 방법학파의 질병관을

비판하였다 방법학파는 의학의 이론을 지극

히 간소화시켰다 그들은 모든 질병은 세 종류

로 환원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수축 이완

5) Jim Hankinson Galen On Therapeutic Meth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 173
6) 질병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들 사이의 구별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이후로 여러 작가들에서 다양하게 나

타난다 예컨대 질병을 단수명사로만 사용한 호메로스와 단수와 복수명사 모두로 사용한 헤시오도스 사

이에는 벌써 질병에 대한 다른 개념이 전제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Mirko

Grmek Les Maladies à l Aube de la Civilisation Occidentale Paris Payot 1994 p 64–68
7) MM 2 3 (10 90 K )
8) Mirko Grmek Le Concept de la Maladie ed by Mirko Grmek Histoire de la Pensée Médicale Paris Seuil

1995 p 220
9) 여기서 질병은 발단–전개–위기–파국 등과 같은 일종의 문학적 서사구조를 가진다

10)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질병에 대한 개념과 서술방식은 당대 역사가의 역사서술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즉

역사가들은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의학자들의 질병서술을 역사서술의 모델로 삼았다 특히 투키디데스의

경우 이 영향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Georg Rechenauer Thukydides und
die hippokratische Medizin Hildesheim Olms 1991 지금도 환자의 병력(病歷) 즉 history 의 청취가 진료

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보면 역사와 의학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1) Aphorismi 2 30 (p 114 Jones 4 478 L )

12) Aphorismi 2 29 (p 114 Jones 4 478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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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자의 혼합 상태이다 그러나 갈레노

스는 방법학파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질병

이 아니라 질병들 사이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

다 그 차이는 병적 상태의 한 특성을 나타내

는 것일 뿐이며 결코 질병은 아니다 13) 여기서

차이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갈레노

스는 이 차이를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받

아들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

떤 사물의 차이는 결코 그 사물이 어떤 존재인

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그 사물의

이러저러한 특성만을 알려줄 뿐이다 14) 이러

한 관점에서 보자면 수축이나 이완은 서로 대

립되는 병적 상태의 특성일 뿐이며 그 자체가

결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방법학파에 대한 갈레노스의 비판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방

법학파가 병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 자신이 그것을 질병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방법학파의

의학이론은 전통적인 의학이론의 관점에서 보

면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질병이라는 전

통적인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

고 세 가지 병적 상태로 기존의 질병이라는 개

념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가지

병적 상태가 질병이 아니라는 갈레노스의 지적

은 타당하지만 방법론파가 이것을 질병 개념과

동일시했다는 갈레노스의 비판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또 방법학파는 염증이나 종양과 같

은 전통적인 병리적 현상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실체에 근거한 병리학

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보고 세 가지 병적 상

태라는 성질 에 근거한 새로운 병리학을 제안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질적 병리학은 갈레노스

의 실체적 병리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갈레노스가 방법학파에 대해 인신공격에 가까

운 비난을 퍼부은 것은 자신의 의학을 비롯하

여 기존의 의학이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

들의 이론에 일종의 위기감과 강한 적대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3 증상과 질병

갈레노스는 질병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는 질병의 원

인이고 두 번째 요소는 질병을 가능하게 만드

는 몸의 상태(diathesis)15) 세 번째는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작용(혹은 기능)의 이상이다 질병의

원인은 몸의 상태와는 구별이 된다 어떤 원인

으로 인해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었을 때 그 원

인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원인은 사

라졌으나 기능의 이상은 지속될 수도 있다 다

음으로 몸의 상태와 기능 이상의 관계를 살펴

보자 몸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기능의 이

상은 없으며 몸이 비정상적 상태(갈레노스는

비자연적 상태라고 부른다)에 빠지면 기능의

이상이 초래된다 따라서 갈레노스는 질병을

이 세 가지 요인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

로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레노스는

기능의 이상을 질병으로 정의하였다 그렇지

만 원인–몸의 상태–기능 이라는 이 세 요인

13) MM 1 3 (10 20 K )

14) Topica 4 2 122b 11ff
15) 예를 들어 갑작스런 추위나 더위와 같은 외부적 기온의 변화는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

러나 동일한 원인이 주어지더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한다 이 경우

추위와 더위와 같이 질병의 발병에 기여하는 요인을 갈레노스는 특별히 선행원인(aitia prokatarkticis)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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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만 인정된다면 원인을 질병으로 보거나

병적 몸의 상태를 질병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

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16) 달리 말하면 원인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병적인 몸의 상태 또

한 기능의 이상을 초래한다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한 원인이나 병적 몸의 상태를 질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질병과 관련된 또 한가지 중요한 개념

으로 증상 이 있다 갈레노스의 병리학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가 질병의 핵심적

인 부분을 이룬다면 증상은 부차적인 위치만을

차지한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증상은 그 자체

로는 비자연적(혹은 비정상적) 현상이지만 신

체의 활동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17) 또 그것은 원인이나 몸의 상태와는 달

리 시간적 논리적으로 질병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차적인 현상

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은 몸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비정상적 현

상이나 그 자체가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하

지는 않는다 안색의 창백함은 몸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 일 뿐

이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18)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

는 갈레노스의 질병개념은 증상에 일차적인 중

요성을 부여했던 경험학파의 주장과는 상치되

는 것이었다 경험학파는 감각에 잡히는 현상

만을 인정했고 인간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 그래서 그들은 현상

이면의 감추어진 실체나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

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험학파가

현상 이면에 감추어진 실체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배후의 실체와 원인에 대한 탐구가 질병의 치료

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탐

구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었다 20) 이러한 이론

적 입장으로 인해 경험학파는 필연적으로 지각

가능하고 명백한 현상인 증상에만 그들의 관심

을 집중시켰고 그들의 병리학도 증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갈레노스가 제시하는 희랍어

의 일반적인 용례에 따르면 증상은 단순하고

개별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가 모여 합해진 것

은 아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증상이다 마찬가

지로 피가 섞이거나 누런 가래침도 증상이다

호흡곤란이나 비자연적 열도 증상이다 희랍

인들은 이 모든 증상들의 모임을 질병 질환

고통 쇠약 등으로 불렀다 21) 그리고 일상적

으로는 자연에 반하는 비정상적 현상을 모두

증상이라고 부르고 여러 증상들이 함께 있는

것을 질병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22) 갈레노스

16) MM 1 7 (10 61 K )
17) MM 1 9 (10 71 K )
18) 증상으로 번역되는 sympt ma 란 말 자체가 부차적 혹은 우연적인 것(accidentia)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상을 부차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갈레노스의 관점은 원래의 희랍어

용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19) Celsus De medicina Proemium 38–39 (p 23 Marx)
20) 경험학파들은 고대의 회의주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고대 회의론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인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경험학파의 전통에 속하는 의사이자 철학자였다 그가 저술한 의학적 저작은 전해지지 않

아 그의 의학적 입장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철학적으로는 회의주의자였다 흔히 현상학의 용어로

알려져 있는 에포케 즉 판단중지는 고대 회의론의 용어였으며 특히 의학적으로는 현상 배후의 실체나

원인에 대한 판단중지를 선언한 경험학파의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21) Subfiguratio Empeirica 6 (pp 56–7 Deichgrä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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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정했다 그런데 경험학파는 이 일상적인

용례를 더욱 정교화시켰다 경험학파는 모든

증상들의 모임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같은 경과를 밟는 증상들의 모임만을 질병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해 동시에 시작되어 증가하

고 가라앉고 사라지는 일련의 경과를 함께 거

치는 증상들의 모임만을 질병으로 본 것이었

다 23) 그러나 다양하고 많은 증상들 가운데서

동시성만이 질병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

니었다 동시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

도 여러 증상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하나의

계열을 이루어 일어날 때 그 계열도 질병이라

고 본다 24) 그런데 부차적이고 우연적인 증상

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모으는가에 관계없이

우연적인 것들의 합은 우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연성에 근거한 경험학파의 질

병개념은 실체성에 근거한 갈레노스의 질병개

념과는 양립할 수 없었다

또 한가지 질병개념과 관련해 갈레노스와

경험학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질병의 원인에 대

한 입장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레노

스에게 있어 원인은 질병의 한 구성 요소를 이

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과 질병을 동일시해

도 된다는 것이 갈레노스의 생각이었다 반면

경험학파는 원인을 질병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

았다 즉 그들의 질병개념에서 원인은 빠져있

는 것이다 갈레노스에서 원인과 질병이 필연

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25) 경험학파에서 원인

과 질병은 우연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렇

다고 해서 경험학파들이 질병에서 원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질

병의 원인이 지각에 명백하게 인식될 때에 한

해 받아들였고26) 원인이 명백하게 지각되지 않

는 경우에 무리하게 감추어진 원인을 상정하여

질병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27) 원인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치료에 대한 입장에

도 차이를 가져왔다 원인과 질병이 필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치료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인의 제거가 된다 그런데 경

험학파와 같이 원인이 질병과 단지 우연적으로

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치료의 근거를

원인의 제거라는 논리적 귀결에 따라 찾을 필

요는 없다 이 경우 치료는 우연적 발견의 결

과로도 얻어진다 28) 갈레노스는 의학의 경험적

요소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며 그 자신도 우연

에 의해 발견되고 경험에 의해 입증된 치료법

22) Subf Emp 7 (p 62 Deichgräber)

23) Subf Emp 6 (p 58 Deichgräber)

24)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의 모임을 coinvadentia 라고 한다

25) 갈레노스의 원인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이론과 스토아학파의 원인이론을 절충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었다 갈레노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 가운데 작용인만을 의학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스

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원인은 작용인에서 다시 나누어진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갈레노스의 원

인개념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으나 다만 갈레노스가 원인에 대해 저술한 다음과 같은 두 편의 글

(De Causis Procatarcitis 와 De Causis Contentivis)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자는 Jim Hankinson
Galen On Antecedent Ca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로 후자는 K Kalbfleisch Galen

On Cohesive Causes Berlin Akademie Verlag 1969로 출판되었다

26) Subf Emp 7 (p 63 Deichgräber)

27) Subf Emp 7 (p 63 Deichgräber)
28) 갈레노스는 술독에 뱀이 빠진 줄 모르고 그 술을 마신 후 상피증이 치료된 환자의 경우를 통해 테리악

이란 치료약을 발견한 것을 우연에 의한 치료법 발견의 예로 제시한다 Subf Emp 10 (p 77 Deich–

gräber)

－ 59 －



醫 史 學 제12권 제1호(통권 제22호) 2003년 6월

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만약

경험론과 독단론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그는 경험론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29) 그는 특

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치료방법은 그것이

논리적 추론을 통하건 경험적으로 발견되었건

관계없이 취했다 30) 그러나 질병에 대한 인식

론적인 문제에서는 자신과 경험학파와의 차이

를 분명히 했다

4 생리학과 병리학

생리학과 병리학의 관계 다시 말해 정상적

인 것과 병리적인 것의 관계는 의학의 핵심적

인 문제이다 31) 깡귀옘에 따르면 생리학과 병

리학의 관계는 두 종류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양자를 연속된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양

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병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의 어떤 측면이 과도하거나 부족해

져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 두 번째 관점은

양자를 불연속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상정된다 생리학과 병리학을 연속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생리학을 알

아야 병리학을 알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병리학을 통해 생리학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파생된다 깡귀옘이 제시한 이러한 틀에

의거하여 우리는 갈레노스는 생리학과 병리학

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우리는 희랍의학의 토대를 이루는 히포크라테

스 의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먼

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레노스의 의학도 결

국은 히포크라테스 이후 전개된 희랍의학의 전

통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히포

크라테스 의학이라는 표현은 다소 주의를 요하

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다수의 저

자들이 저술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거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단일하고

일치된 하나의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이것은 생리학과 병리학의 관계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전집

안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접하게 된다

먼저 당대 자연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의학자들은 질병현상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현

상은 그보다 더 큰 차원 즉 자연의 운행 속에

서 파악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개체적

수준에서의 생리학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의 생리학을 알아야 개체적 수준에서의 생리학

과 병리학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히

포크라테스 전집에 들어있는 여러 편의 글 가

운데 이러한 자연철학적 주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글들은 살에 대하여 섭생론 바람

에 대하여 등이다 예를 들어 살에 대하여

의 저자는 열을 우주생성과 운행의 근본원리로

보고 열을 통해 세계의 형성 생명체의 탄생

건강과 질병의 본질을 설명한다 32) 같은 맥락

에서 섭생론 33)의 저자는 물과 불을 자연현상

29) Subf Emp 7 (p 62 Deichgräber)
30) 갈레노스 당시의 여러 의학파들 즉 경험학파와 방법학파를 위시하여 많은 의학파들이 질병에 대한 이론

에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실제적인 치료에서는 거의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31) 이 문제는 조르주 깡길렘에 의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조르주 깡길렘(여인석 역) 정상적인 것과 병리

적인 것 서울 인간사랑 1996

32) De Carnibus pp 188–203 Joly 8 584–6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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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원소로

보고 있으며 바람에 대하여 의 저자는 바람과

숨(즉 몸 안의 바람)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고대의학에 관하

여 의 저자는 반대로 의학을 통해서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34) 그가 말하는 의학이란 인간을 병적

인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지식

즉 병리학적 지식을 말한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를 대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적 수준에서의 건강과 질병 생

리학과 병리학의 관계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서 분명하게 정식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헬레니즘 시대의 의학에 와서야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 의사로 해부학의 아

버지라 불리는 헤로필루스는 건강과 질병을 동

일한 선상에 두고 본다 그는 건강을 증가하기

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가변적인 것으로 보

기 때문에 이 견해에 따르면 건강의 감소는 질

병으로 이어진다 반면 에라시스트라투스와

아스클레피아데스는 건강을 질병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단일한 상태로 파악하고 헤로필루스

와 같이 건강과 질병을 동일선상에 두고 보지

는 않았다 35)

그렇다면 갈레노스는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

게 보았을까? 이 문제는 열병에 대한 갈레노스

의 견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갈레노스는 열병(puretos)을 자연에 어긋나는

(para physin) 열(thermos) 로 정의하고 있다 36)

여기서 문제는 para 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갈레노스 의학에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의 문제는 자연에 부합하는가(kata

physin) 아니면 자연에 어긋나는가(para physin)

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기서 para 를

양적인 이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질적인 이상

으로 보는가에 따라 양자의 관계에 대한 갈레

노스의 입장이 달라진다 우선 정상적인 열에

대한 갈레노스의 견해를 살펴보자 갈레노스

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소 혼용하여 사용하던

선천적 프네우마와 열을 구별하여 프네우마

에는 정신활동을 비롯한 제한적인 역할만을 부

여하는 대신 선천적인 열을 생명체의 근원으로

보았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생명체는 선천적

으로 열과 습기를 타고 태어나며37) 이 열과 습

기가 곧 생명이다 38) 따라서 사람이 노년에 이

르면 습기가 말라 건조해지고 이 열이 완전히

식으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된다 39) 이러한

이유로 이 열이 존재하는 자리인 심장을 습하

게 해주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생명이 연

장된다고 생각했다 40)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이

건 이 자연적인 상태의 열이 자연에 어긋나는

열로 변화할 때 그것은 질병 즉 열병이 된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갈레노스는 질적인 변화로

보는가 아니면 양적인 변화로 보는가? 그것은

갈레노스가 열을 양적 현상으로 보는가 질적

33) De Victu 6 466–662 L

34) De Prisca Medicina 20 1 (p 146 Jouanna 1 622 L )

35) Heinrich von Staden Herophil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375(T 207)

36) De Differentiis Febrium 1 2 (7 277 K )

37) De Temperamentis 1 9 (p 38 Helmreich 1 570 K )

38) Temp 1 3 (p 8 Helmreich 1 523 K )

39) Diff Feb 1 10 (7 315 K )

40) De Marcore 4 (7 681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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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는데 갈레노스는 열

을 분명히 질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그가 열을 큰 열 혹은 작은 열 등으로 부

르는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하며 열은 질적인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갈레노스의 의학은 생리학에 일차적인 중요

성을 부여한다 물론 여기서 생리학에 어떤 의

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비중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생리학이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받아들인

다면 그의 의학은 분명히 생리학에 경도되어

있다 왜냐하면 갈레노스는 질병을 정상적 기

능의 장애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이것

은 갈레노스가 질병을 기능의 관점에서 파악하

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질

병을 다루는 학문인 병리학은 기능장애에 관한

학문이 되며 따라서 이것은 생리학적 병리학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갈레노스의 병리학

이 생리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병리학이

생리학의 연장선에 있다거나 정상상태의 양적

인 변화가 병리적 상태로 변화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갈레노스의 질병분류를 살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갈레노스는 질병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 부류는 몸의 동질적 부분(homoeome–

rous)43)에 생긴 질병이고 다른 부류는 각 기관

에 생긴 질병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류는

다시 각 부분의 모양 수 크기 그리고 위치

의 이상여부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세분된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질병은 4체액의 균형과 관

계된 순수하게 생리적인 문제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질병은 내용상 해부학

적 구조의 이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으로 규

정되는 후자의 경우도 구조 자체의 이상보다는

기능이나 작용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갈레노

스는 구조가 기능에 복속된다고 보았다 그는

해부학적 이상이 아무런 기능의 장애도 초래하

지 않는다면 비록 해부학적 이상 자체는 자연

에 어긋나는 사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질병으로

보지는 않는다 44) 자연에 어긋나는 사태이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갈레

노스는 증상이라고 부른다

5 해부학과 병리학

위에서 우리는 갈레노스가 질병을 생리학

적 혹은 기능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을 보았다 그리고 갈레노스 자신이 기능의 이

상이 수반되지 않는 해부학적 이상을 질병이

아니라 증상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책

에서는 이와는 다소 상반되게 기능보다는 해부

학적 구조를 더욱 중시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병든 부위에 관하여(De Locis Affectis) 에

서 그는 근대의 해부병리학자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기능과 구조는

분리되지 않으며 유기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

능은 그 기능이 유래하는 몸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45) 그리고 기능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 손상되지 않으면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 46)

41) Diff Feb 1 1 (7 275 K )
42) MM 1 5 (10 41 K )
43) 갈레노스는 몸을 동질적 부분과 기관으로 나눈다 여기서 동질적 부분이라 체액과 같이 그것을 나누어도

동일한 구성과 성분을 유지하는 몸의 부분을 말한다 MM 1 6 (10 48 K )

44) MM 1 9 (10 69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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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그가 프네우마 학파의 의학자

아르키게네스의 이론을 비판할 때 분명하게 드

러난다 갈레노스는 아르키게네스는 어떤 기

능은 이 기능이 유래하는 몸의 특정 부분이 손

상되지 않고도 약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비판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47)고 말해 그가 구조의 이상이 없

이는 기능의 이상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러나 기능과 손상

부위와의 관계는 사실 갈레노스에게도 결코 단

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해부학적 구조의 병적

인 변화 없이도 기능이 손상되거나 통증이 생

기는 것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첨단 의료장비의 발달로 온 몸의 구

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병원에는 구조적 이상이 없이 생겨나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난다 오늘날도 사정이

그러하니 고대의 의사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설

명하기 까다로운 난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갈

레노스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갈레노스는 질병을 정상

적 기능의 이상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의 목적론을 신봉했던 갈레노스는 자연은 결코

아무런 목적이 없이 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

람 몸의 모든 부분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목

적으로 생겨났다고 믿었다 따라서 기능과 구

조 사이에는 1대 1의 대응이 성립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구조의 이상과는 무관한 기

능의 이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난점을 돌파하

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 감응(sympathy) 이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한 장기의 이상은 감응 에

의하여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며48) 그 경

우 전달받은 부위는 특별히 그 부분의 구조적인

이상이 없이도 기능의 손상이나 통증을 경험하

게 된다 이 감응의 개념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

계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몸[體]들의 연속체이

다 세계 내의 모든 존재는 가까운 것끼리 혹

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이 서로 교통한다 49)고 말

한다 이 세계에 대해 해당되는 말은 몸에 대

해서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에서

세계 혹은 우주란 우주적 차원의 몸이자 유기

체이기 때문이다 각 부분들간의 소통은 숨

즉 프네우마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프네우마

학파는 스토아 학파의 이러한 프네우마 이론을

의학에 적용하여 형성된 학파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갈레노스는 프네우마 학파였던 아르

키게네스를 비판하였으나 그의 감응이론은 기

실 스토아 학파와 프네우마 학파의 이론에 많

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손상을 받은 장기의

해로운 영향은 우선 신경을 통해서 다른 부위

에 전달된다 많은 신경은 뇌에서 위장으로 연

결되므로 뇌의 경련은 감응하는 신경을 통해

위장의 경련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신경만이

감응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갈레

노스는 체액 증기 접촉 등을 통해 감응이 일

어난다고 설명했다 50)

45) De Locis Affectis 1 2 (8 20 K )

46) Loc Aff 1 2 (8 29 K )

47) Loc Aff 1 2 (8 136 K )

48) Loc Aff 1 6 (8 49 K )

49) Frédérique Ildefonse Les Stoïciens I Paris Les Belles Lettres 2000 p 41

50) Rudolph E Siegel Galen s system of physiology and medicine Basel S Karger 1968 p 36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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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갈레노스 질병관의 의의

우리는 위에서 갈레노스의 질병개념이 가지

는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갈레노스

의 질병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의 질병개념

이 서로 이질적인 질병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

다는 점이다 우선 갈레노스의 병리학에는 히

포크라테스 의학의 체액병리학에 근거를 둔 역

동적인 병리이론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 갈레

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이론을 보다 체계

화하여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

예를 들자면 갈레노스는 각 열병들 가운데 매

일열은 점액 삼일열은 황담즙 사일열은 흑담

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체계화시켜 설명하

였다 51) 한편 병리학에 있어 히포크라테스 의

학의 약점은 해부학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의학은

활발한 해부학 연구를 토대로 신체적 구조의

이상을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자 범주로 수용하

였다 특히 고대의 원자론에 바탕을 둔 의학자

들은 보다 기계적인 관점에서 질병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쪽으로는 히포크

라테스 의학의 체액병리설을 다른 한쪽에서

는 알렉산드리아 해부학의 전통을 받아들인 갈

레노스의 병리학은 이들 양 측면을 모두 포괄

하는 절충적 인 성격의 병리학이었다 52) 갈레

노스는 특정한 병리이론에 집착하여 그것을 통

해 독단적으로 모든 질병현상을 설명하려하지

않고 다양한 병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

양한 이론적 모델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

는 자신의 병리학 안에 서로 이질적인 이론적

입장들을 단순히 병립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일관된 개념으로 묶어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갈레노스는 기능의 관점에서 질

병을 규정하게 된다 즉 체액의 부조화와 구조

의 이상이라는 이질적인 병리학 이론들을 기능

의 이상이라는 질병개념을 통해 하나로 묶어내

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떤 병리 이론을 취하더

라도 질병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유지할 수 있

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즉 어느 정도의 기능손실을 질병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소위 soritic aporia 의 문

제이다 갈레노스가 경험론자들을 논박할 때53)

사용했던 무기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겨누어지

게된 것이다 어쨌든 서양의학의 이론은 갈레

노스 이래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제는 누구도 갈레노스의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레노스가 히포크라테스의 역동적 병리학과 알

렉산드리아의 해부학적 병리학을 결합시킴으

로 병리학 이론의 근본적 토대를 놓았던 공로

는 분명 기억되어야할 것이다

색인어∶갈레노스 동적 병리학 해부학적 병리학

질병개념

51) 열병의 차이에 관하여 의 제2권은 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Diff Feb 7 333–405 K )
52) 여기서 말하는 절충적 이란 평가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갈레노스가 극단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절충주의는 갈레노스가 활동했던 후기

헬레니즘 시대 철학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Dillon

JM and Long AA The Question of "Eclectic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53) 경험학파가 많은 경험 을 통해 치료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갈레노스는 몇 번부터가

많은 경험 이냐고 물었다 De Experimentia Medica 18 (pp 78–80 Wal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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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 he Conce pt of Dis eas e in Galen

YEO In–sok*

Galen was with no doubt a great authority in ancient medicine rivalled only with the father of

medicine Hippocrates His medicine inherited not only Hippocratic tradi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dynamic pathology but also Alexandrian medicine which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anatomy He

did not generalize all the pathological phenomena according to one dogmatic theory His medicine was

open to all kinds of medicine but he was quite selective in receiving different medical traditions

Galen defined disease as impairment of bodily activities Whatever that impairs the bodily activities is

the cause of disease Galen s pathology is built upon two heterogeneous medical traditions 1) Dynamic

pathology of the Hippocratic medicine but which ignored anatomy 2) Anatomical pathology of

Alexandrian medicine Galen integrated these two different traditions by his concept of disease His

definition of disease impairment of bodily activities made it possible to harmonize these two different

traditions otherwise which would have been conflictual It is Galen s great contribution to Western

medicine to have laid a foundation of pathology by combining physiological and anatomical point of

view

Key Words∶Galen Dynamic Pathology Anatomical Pathology Concept of Disease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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