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역

사를 통하여 서양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히

포크라테스 의학의 영향은 고대나 중세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근대의학을 거쳐 현대에 이

르기까지 지속된다 다만 중세까지는 서양의

학의 이론과 실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근대 이후로 갈수록 의학적 내용보다는 의

학의 정신이나 의사의 윤리와 관련하여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근대까지의 서양의학을 실질적으로 지

배한 갈레노스는 찬양과 함께 독단적 의학의

대표자로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히포크라테스

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서양의 모든

의사들에게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히포크라테스주의를 실천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는 누구나 자

기가 원하는 것을 히포크라테스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1) 따라서 시대마다

서로 다른 히포크라테스의 상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히포크라테스의 상들이

만들어지는 일도 일어났다

만약 모든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가 자신

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19

세기 프랑스 의학자들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에

서 찾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회의론자들

의 말처럼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보기 원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히포크라테스의 이름

으로 포장한 것일까 2) 아니면 그들은 정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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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이 원한 것이 히포크라테스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일까? 대답은 쉽지 않다 이 논문에

서는 일부 학자의 주장3)과는 달리 19세기 프

랑스 의학에 있어 히포크라테스는 단순한 수

사적 용어 이상이었음을 필자는 밝히고자 한

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왜 19세기 프랑스 의학인가? 왜 우리는 19세기

프랑스 의학을 히포크라테스를 통해 혹은 반

대로 히포크라테스를 19세기 프랑스 의학을

통해 보려고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19세기 당시 프랑스 의학을 주도했던 중요한

의학자들이 히포크라테스를 어떻게 생각했으

며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그들의 의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8세기의 히포크라테스

19세기의 히포크라테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18세기 프랑스에서 히포크라

테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간단히 언급

하고자 한다 18세기는 기후가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입각한 소위 기후

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의학이 어느 시대보

다 발달하였다 4) 기후나 풍토의 영향에 대한

강조는 단지 의학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몽테스키외는 기후와 풍토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풍습과 법 제도의

형성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법의 정신 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5)

사실 몽테스키외의 설명은 히포크라테스 전집

에 실린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의 연장선에

서 이해되며 이 글은 18세기 의학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친 히포크라테스의 글이기도 하다 6)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의 중요성은 18

세기의 히포크라테스 연구사를 통해서도 입증

된다 그리스 출신으로 몽펠리에 의과대학에

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활동한 코라이(Coray

1748-1833)7)는 1800년 파리에서 공기 물 장

소에 관하여 의 원문 비평판 프랑스 어 번역

주석을 묶어 두 권의 책으로 펴내는데 이는 근

대적 히포크라테스 연구의 기점을 이루는 작

업으로 평가된다 8) 코라이는 이 책의 서론에

서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의 관점에 충실

하게 건강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지

만 이 글을 자연에 순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

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환경의학의 선구로 보

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으로서 그는

3) La Berge 앞의 책 p 178-199
4) Roselyne Rey Anamorphoses d Hippocrate ed by Danielle Gourevitch Maladie et Maladies Genève Librairie

Droz 1992 p 271

5) Montesquieu De l Esprit des Lois Paris GF-Flammarion 1979 p 373-457
6) 다음에 논의할 코라이는 몽테스키외가 히포크라테스의 명백한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

판한다 Coray Discours Préliminaire Traité d Hippocrate Des Airs des Eaux et des Lieux Paris l

Imprimerie de Baudelot et Eberhart 1800 p iii
7) 코라이와 코라이를 중심으로 본 히포크라테스 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Hellénisme et

Hippocratisme dans l Europe Méditerranéenne autour de D Coray Montpellier Université Paul-Valéry 2000
8) 이 비평판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Jacques Jouanna Place et Rôle de Coray dans l

Edition du Traité Hippocratique Des Airs Eaux Lieux ed by Danielle Gourevitch Médecins É rudits De Coray

à Sigerist Paris De Boccard 1995 p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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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연을 단순히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

아가야 할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의 생존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때는 이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의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의

학의 역할이라고 본다 9) 코라이는 이러한 입

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법자들에게 황무

지와 숲을 개간하고 빗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

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목욕탕을 건

립하며 음료수와 음식물의 위생 상태를 관리

하고 외국으로부터 질병의 유입을 막는 조처

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0) 이것은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의 환경 의학적 관점이 프랑스

혁명 이후 전개된 공중보건의 개혁운동으로 연

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대목이다

인간에 대한 기후와 풍토의 영향이라는 관점에

서 18세기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히포크라테

스의 글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는 의학의

사회적 적용인 공중보건 운동을 통해 19세기

에도 그 영향력을 지속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3 이데올로그의 히포크라테스 카바니스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혁명만이 아니었으며

프랑스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혁

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나서 특히 의학의 제도적인 면에 큰 변화

가 일어났다 혁명 이전 25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있던 의과대학들이 혁명을 거치며 파

리 몽펠리에 보르도 스트라스부르에 있

는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다 또

기원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직종으로 갈등

이 끊이지 않던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사이

의 구별이 철폐되었다 11) 혁명의 과정 자체

에도 의사들의 참여가 적지 않았다 혁명

직전 삼부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1,318명 가

운데 전문직 출신으로 제3신분 대표자는

214명이었다 이 중 법률가가 180명으로 그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의사는 15명에 불과

했다 그러나 1792년에서 1795년 사이의 국

민공회(Convention) 대의원 750명 가운데 의

사는 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2) 특히 혁명

초기에는 의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각 지방

의 정치클럽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으며13) 혁

명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마라(Jean-Paul Marat,

1743-1793)도 의사였다

혁명은 단순히 의학의 외적인 모습에만 영

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학의 내용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푸코에 따

르면 이전 시대의 분류의학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근대국

가의 형성과 함께 전염병 관리가 국가의 중요

한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의학도 그에 맞게 변

모한다 이 새로운 의학은 전염병에 대한 경험

을 통해 질병을 역사적이고 지정학적 공간에

위치시킨다 이전 시대의 의학이 닫혀진 체계

9) Coray Discours Préliminaire Traité d Hippocrate Des Airs des Eaux et des Lieux Paris l Imprimerie de

Baudelot et Eberhart 1800 p xlv

10) Coray 앞의 책 p xlvi
11)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의학 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Jean-Charles

Sournia La Médecine Révolutionnaire (1789-1799) Paris Payot 1989 p 110-111

12) Sournia 앞의 책 p 31

13) David M Vess Medical Revolution in France 1789-1796 University Presses in Florida 1975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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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질병의 위치를 평면적으로 고정시키려한

반면 새로운 의학은 질병을 유일무이한 하나

의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이 사건의 총체적 의

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

한다 이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질병이 발생

한 장소의 자연조건과 사회적 특성 주민의 기

질 기압 기온 풍향과 같은 기상학적 관찰

전염병과 지배적 질병 특수한 사례까지를 포

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14) 몽펠리에 출신의

의사 므뉘레(Jean-Jacques Menuret 1733-1815)

는 우주와 땅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

가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와 몸 그리고

질병을 연결한다 15)고 말하였다 이러한 언명

은 대우주와 소우주로서의 인체의 감응을 주

장한 르네상스 시기의 의학을 연상시키지만

여기서 대우주는 훨씬 자연과학화된 구체적인

자연조건으로 바뀌었고 이에 더하여 사회적인

차원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의

학의 공간은 사회의 공간과 만난다 16) 그리하

여 의학은 이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도 함께 다루

는 지식으로 확장된다 17)

인간의 정치적(혹은 사회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인간에 대한 종합과학으

로서의 의학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 의학의 한

특징이었고 프랑스 혁명 중 의학계의 대표적

인 이데올로그였던 카바니스(Pierre Jean Georges

Cabanis 1757-1808)의 의학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카바니스는 인간이 육체적 정서적 정

신적 측면을 모두 가진 것으로 파악했고 인간

의 신체적 상태는 그의 정신적 상태와 어떤 상

응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학의 역할

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여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돌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바니스에게 있어 히포크라테스는 의

학에 대한 당대의 이러한 두 가지 요구를 완벽

히 충족시킨 의사의 이상형이었다 그가 이상

으로 본 히포크라테스는 특히 공기 물 장소

에 관하여 의 저자인 히포크라테스였다 히포

크라테스는 이 글에서 공기와 물 장소와 같은

자연적 요인의 결합이 개인의 본성과 민족의

습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데18) 카바니스도

같은 맥락에서 자연의 조건이 인간의 정신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담은 책이 인간의 육

체와 정신의 관계에 관하여 Rapport du physique

et du moral de l'homme 이다 이 책에서 카바

니스는 먼저 인간 일반에 관해 논하고 나이

성 기질 등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이 사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섭생이

나 기후가 모랄19)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14) Michel Foucault Naissance de la Clinique Paris PUF 1988 p 28 번역본으로는 미셸 푸꼬(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서울 인간사랑 1994 p 69-70
15) Jean Jacques Menuret Essai sur l Histoire Médico-Topographique de Paris Paris Serpente 1786 p 139 푸

코 앞의 책 p 28에서 재인용

16) Michel Foucault 앞의 책 p 30

17) 위의 책 p 35

18) P J G Cabanis Rapport du Physique et du Morale de l Homme Paris Béchet Jeune 1824 p 41-2
19) 모랄(moral)은 번역하기 무척 어려운 말이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을 포함

하여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문화적 특성과 습속을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적 자연

연적 측면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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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논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모랄이 신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했다 특히 기후

가 모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장에서 그는 다

음과 같이 히포크라테스를 빌어 기후가 인간

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한다

히포크라테스는 기후의 작용이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후를 그 효

과가 항상 오랫동안 보장되는 변함 없는 자연

의 힘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분적

이고 일시적으로만 기후에 저항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기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동원된 모든

수단들은 이내 무력해진다 기후의 작용은 다

시 그 힘을 회복하고 잠시 유보된 것에 지나지

않던 현상을 되풀이한다 의사와 모랄리스트

에게 필수적인 이러한 고찰은 이데올로그나 입

법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20)

그리고 그는 이 장을 아시아의 기후가 어떻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과 정치 제도

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서술한 공기 물 장소

에 관하여 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는

다 21) 이 인용문은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비해 우월한 이유로 유럽인들이 절대권력을

가진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한 군주의 자의적 의지

의 지배를 받는 민족은 필연적으로 무기력하

며 노예 상태로 억압되고 타락한 정신은 이내

모든 장점과 덕성을 잃는다 22)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는 단

순히 인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학 문헌으로서 지극히 이데올

로기적인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카바니스의

관심이 단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의학사를 다룬 자

신의 저서 의학의 혁명과 개혁에 대한 조망

에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보여주는 과학적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글로 고대의학에 관하여

와 의술에 관하여 를 꼽고 있으며 이 방법은

유행병 을 비롯하여 잠언 등과 같은 글에

그 적용된 모습이 잘 나타난다고 보았다 23) 그

러나 무엇보다도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글은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였다 그는 이 글이야말로 히포크라테스의 의

학에 대한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글이며 정

확한 관찰과 추론의 전형으로 평가한다 즉 그

는 의학의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방법론

에 관해서도 가장 뛰어난 글로 공기 물 장

소에 관하여 를 꼽았던 것이다 24) 카바니스에

게는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가 여전히 가

20) Cabanis 앞의 책 2권 p 230

21) Cabanis 앞의 책 p 232

22) De aere aquis et locis 23 (p 243 7 Jouanna 2 84 L )
23) P J G Cabanis Coup d Oeil sur les Révolutions et sur la Réforme de la Médecine Paris Crapelet 1804

p 79
24) Cabanis 앞의 책 p 80 카바니스의 이러한 평가는 히포크라테스 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찰의 엄밀성에 대해서는 유행병 을 의학의 과학적 방법론이나 태도와 관

련해서는 고대의학에 관하여 나 신성한 질병에 관하여 를 대표적인 글로 꼽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도 고대로부터 중요한 히포크라테스 문헌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렇지만 특히 18세기

후반에 이 문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 시기에 전염병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한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중시하는 의학이 유행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푸코는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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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글로 자리잡고 있지만 과학적 방법

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세기의 특징을 이루는

실증주의적 의학의 선구자로서의 히포크라테

스로 이행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4 임상의학자의 히포크라테스 라에넥

19세기 프랑스 의학계는 파리의과대학을 중

심으로 하는 소위 파리임상의학파와 몽펠리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생기론 학파로 나

누어져 있었다 파리임상의학파는 프랑스 혁

명 이후 새롭게 조직된 병원을 중심으로 습득

된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해부병리학의 성과

를 결합시킨 것이었다 특히 환자에 대한 직접

적 임상경험을 중시한 파리임상의학파의 의학

자들에 의해 어떤 질병의 특징적 증상과 징후

를 규정하고 이를 판별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

발되었다 그렇다면 히포크라테스는 파리임상

의학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먼저 파리 임상의학파의 대표자 중 한 사람

으로 청진기를 발명한 라에넥(R T H Laennec

1781-1826)25)은 1804년 실용의학에 대한 히포

크라테스 학설의 제안 26)이란 제목의 학위논문

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히포크라테스에 대

한 역사적 연구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당대의학에 대해 가지는 의의를 다루고 있다

라에넥의 박사학위 논문이 히포크라테스 의학

을 직접 다루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미

심장하다 사실 라에넥은 의사로서의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 생각하

였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충실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27) 진단보다 예후를 중시하

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중요한 특징인데

라에넥도 히포크라테스를 따라 예후는 의술 가

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고 말한

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라에넥에게

히포크라테스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예후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저작을 공부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경과를 정확하게 따라가서 매

일매일 그 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수집하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히포크라테스의 문장을

그 여백에 기록하는 것이다 28)

임상의학의 탄생 의 제2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당시에 출판된 문헌목록은 임상의학

의 탄생 의 마지막에 실린 주제별 참고문헌의 두 번째 항목 경찰과 지리학적 의학 에 정리되어 있다

푸코의 평가에 따르면 18세기까지의 의학은 정상성 보다는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19세기

의 의학은 건강보다는 정상성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푸코의 말을 들어보자 18세기까지의 의학은 유기

체의 규칙적 작동에 대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 그러한 분석은 어디가 잘못 되었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 의학은 대신 질

병으로 인해 잃을 수 있는 활력 유연성 적응성 등의 성질과 그것을 회복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

다 그러한 점에 있어 의료는 섭생이나 식이 요컨대 주체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생활과 섭식의 규칙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과했다 이처럼 의학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특권적 위치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Foucault 앞의 책 p 35)
25) 라에넥에 관한 가장 충실한 평전은 다음의 책이다 Jacalyn Duffin To See with a Better Ey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26) R T H Laennec Propositions sur la Doctrine d Hippocrate Relativement à la Médecine-Pratique Paris L

imprimerie de Didot Jeune 1804

27) Jackie Pigeaud L hippocrate de Laennec Revue du Palais de la Découverte 1981 22(numéro spécial)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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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존경과 애착은

라에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의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 그렇지

만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라에넥의 태도가 이

전의 의학자들의 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

징은 그가 히포크라테스의 방법과 히포크라테

스의 학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방법만을 취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내용과 방법을 모두 취한 이전의 의학자들(예

컨대 카바니스)과 라에넥의 차이점이다

라에넥에 따르면 히포크라테스의 방법은 의

학연구를 수행해나가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물의 본

성에 따라 규정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

해 히포크라테스의 학설은 사실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의 틀에 불과하므로 보다 나은

것이 제시되면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29) 즉

히포크라테스에서 보다 영속적인 것은 이러저

러한 의학적 문제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구

체적 견해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에 접근하

는 히포크라테스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방법은 대표적으로 유행병 1권에 나타나

는 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관찰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질병이라는 현상에 접

근하는 진정한 의사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동

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 히포크라

테스의 학설과 방법을 엄격하게 구별한 라에

넥의 태도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내용이 교

조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

다 30)

한편 라에넥은 히포크라테스를 당대에 논란

이 되던 의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중

요한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는 소위 분류의학이 유행하였다 31)

이 분류의학은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자연

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동식물의 분류

작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동식물 분류와 동

일한 방법론을 의학에 도입하여 질병을 종과

속 등의 범주로 나누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이

러한 시도의 타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

병이 먼저 동식물과 같은 존재양태를 갖고 있

는가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라

에넥은 히포크라테스를 빌어 분류의학의 이러

한 시도가 무의미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분류하고

거기에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는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소위 히포크라테스식

질병분류학(Nosologie d'Hippocrate)을 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32) 이러한 사

실을 말해주는 좋은 예로 라에넥은 히포크라

테스 전집에 등장하는 많은 열병의 이름을 들

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많은 종류의 열

28) Laennec 앞의 책 p 37

29) 위의 책 p 10
30) 물론 히포크라테스 전집 자체가 여러 사람이 저술한 다양한 성격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도 히포크라

테스 의학의 손쉬운 교조화를 막은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반면 갈레노스의 의학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

계없이 교조화되어 전승되었고 그 결과 근대에 들어와서는 교조적 독단적 의학의 대명사가 되어 비판

되고 배척되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 히포크라테스는 실증주의적 의학의 선구자로 추앙 받은 반면 갈레

노스는 의학자들의 관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31)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 제1장은 이 분류의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고네는 동물과 식물의 분류와

질병의 분류 문제를 다음의 저서에서 다루고 있다 François Dagognet Le Catalogue de la Vie Paris PUF

1970

32) Laennec 앞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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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나온다 그런데 갈레노스를 비롯한 많은

의학자들은 이 열병의 이름이 그 자체로 독립

적이고 다른 질병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된

종으로서의 질병을 지칭한다고 이해했다 그

러나 라에넥은 히포크라테스가 열병의 명칭을

독립적 종으로서의 질병을 지칭하기 위해 사

용한 것이 아니라 열에 수반되는 부수적 현상

이나 합병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본

다 33)

라에넥은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히포크라테

스 전집에 나타난 열병의 명칭과 그 의미에 관

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히포

크라테스 시대 희랍의 병명에 대한 역사적이

거나 문헌학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에넥의 이러한 논의는 당대 의학에서 큰 논

란거리가 되었던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

다 그것은 열병의 자리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

인가의 문제였다 19세기에 들어와 해부병리

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질병은 자기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손쉽게 자신

의 해부학적 자리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특

히 열병은 해부병리학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

기하는 큰 골칫거리였다 34) 열병은 가장 일반

적인 질병의 증상이자 질병 자체로 인식되었

으며 질병분류표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의 질

병을 포괄하는 질병범주이다 따라서 열병이

몸에서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부병

리학의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해부병리학의 전제를 지키기 위해

그 지지자들은 열병을 신체의 국소적 병변인

염증과 동일시하여 모든 열병은 염증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다시 말해 염

증과 같은 국소적 병변이 없이 열병만 일어나

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35)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학자들은 본질적 열(la fièvre esse-

ntielle) 즉 국소적 염증 없이도 발생하는 열

병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6) 라에넥은 본질적

열의 존재를 믿는 편이었고 히포크라테스 또

한 본질적 열의 존재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그는 보았다

히포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열병은 본질적

질환(affection)이라고 간주할 수 없을까? 본질

적 질병이란 다른 모든 종류의 질병에 수반될

수 있고 또 모든 질병을 수반할 수 있으며

열병에 수반되는 질병으로부터 그 자신이 뚜렷

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열병은 열병을 수반

하는 질병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키기도 한

다 열병은 그 자체로만 혼자 존재할 수 있지

만 다른 급성 혹은 만성질환과 결합하여 존

재할 수 있으며 질병의 공통적 요소를 구성하

는 모든 증상을 동반하며 존재할 수 있다 37)

즉 라에넥은 히포크라테스도 본질적 열병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보았으며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열병은 다른

질병이 수반된 결과로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본질적 열병의 존재를 인정한 것에

33) Laennec 앞의 책 p 19 20

34)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 의 제10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35) 다음의 책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Louis-Charles Roche Réfutations des Objections faites à la Nouvelle

Doctrine des Fièvres ou de la Non-Existence des Fièvres Essentielles Paris Croullebois 1821
36) 다음의 책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J -C Collineau Peut-on Mettre en Doute l Existence des Fièvres

Essentielles? Paris Méquignon-Marvis 1823

37) Laennec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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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라에넥은 해부병리학의

성과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해부

병리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병변

이 분명하지 않거나 변화의 정도가 미약할 때

는 건강한 조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쉽

지 않다 그에 더하여 병변이 질병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어떤 병변이 진정

으로 질병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우연히 생겼

다가 이내 사라질 것인지를 알기도 어렵다 38)

따라서 라에넥이 보기에 비샤의 해부병리학은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샤는 실체로서의 질병을 시체에서 직접 확

인하고자 했으나 사실 그가 붙잡은 것은 질병

이 남긴 흔적에 지나지 않았다 질병은 정상을

벗어난 운동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도 질병이 특정한 자리에

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요

컨대 라에넥은 항상 그 실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는 생리적 병리학으로 해부병리학을

대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39)

이처럼 히포크라테스는 라에넥의 의학에 다

양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히포크라테스

는 라에넥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소위 파리임상의학파에 속하는 의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달

리 표현한다면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히포크

라테스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40)

5 실증주의자의 히포크라테스 리트레

19세기의 대학자 에밀 리트레(Emile Littré

1801-1881)는 크게 세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먼저 그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리트레 사전을 편찬했다 다

음으로 그는 꽁트와 함께 19세기의 대표적 지

적사조인 실증주의 운동을 이끌었다 꽁트가

실증주의를 교조화한 이후에는 그와 결별하였

지만 리트레는 끝까지 원래의 실증주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념비적

인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편찬하였다 41) 리트레

의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

의가 크다 리트레를 기점으로 하여 히포크라

테스 연구는 의사들의 손에서 문헌학자의 손으

로 넘어간다 이러한 이행적 성격은 리트레 자

신의 경력에서도 잘 나타난다 리트레는 파리

의과대학에서 의학공부를 했으나 끝내 의학박

사 학위를 받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임상의로는

활동하지 않았으며 문헌학자 사전편찬자 문

필가로 살아갔다

리트레의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관통하는 철

학적 입장은 실증주의이다 히포크라테스에 대

한 그의 태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히포크라

테스를 실증주의의 진정한 선구자로 보았다

이것은 그가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으로 전하는

60여 편의 글 가운데 고대의학에 관하여 를

전집의 맨 앞에 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리

트레는 자신이 이 글을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38) R T H Laennec De l Auscultation Médiate ou Traité du Diagnostic des Maladies des Poumons et du Coeur

Paris J -A Brosson et J -S Chaudé 1819 p xxi-ii

39) Dagognet 앞의 책 p 161
40) 특히 피넬과 브루세의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입장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사정상 여기서 이 문제는 다루

지 않도록 하겠다

41) Jacques Jouanna Littré Editeur Traducteur d Hippocrate Revue de Synthèse 1982 106-108 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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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에 두는 이유는 이 글이야말로 의학의

논쟁과 방법과 체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글이며 따라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소개하

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2)

이 글은 고대에 풍미하던 원소설에 기초한

철학적(혹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학적)

가설을 의학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철학

으로부터 독립적인 의학의 자율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에 따르면 의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것을 즉 자신의 고유

한 원리와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축적한 많은 경험적 사실을 보유하고 있으므

로 의학은 철학이나 자연학에서와 같은 가설

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의학을 알기 위해서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학적 지식을 보

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자연에 대한 정확

한 지식은 오직 의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43)

이러한 강한 주장으로 인하여 이 글은 철학

에 대한 의학의 독립선언문으로 읽히기도 한

다 이 글을 의도적으로 실증주의와 연결시키

려한 리트레의 의도는 이 글의 번역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연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은 오직 의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는 구

절에 대한 번역에서 리트레는 분명한(혹은 정

확한) 지식을 의미하는 를 실증적

지식(connaissances positives) 44)으로 번역하고

있다 사실 고대의학에 관하여 의 저자가 주

장하는 내용은 실증주의와 잘 어울리는 것이

기도 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학설과 방법의 구별

은 이미 라에넥이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구별이 라에넥에서 항상 완전하게 이루

어진 것만은 아니었으며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라에넥 의학의 내용

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은 리트레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다 의사로 활

동하지 않았던 리트레에게 임상의였던 라에넥

이 제시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내용과 방법

의 분리는 무의미한 구분이었다 이제 리트레

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증주의 정신에 충실

하게 과학을 철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었

고 고대의학에 관하여 는 바로 이러한 분리

를 주장한 실증주의 의학의 선언문이었다 45)

이상에서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19

세기 프랑스 의학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

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보여주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과 생명

력은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풍부함을

42) Emile Littré Oeuvres Complètes d Hippocrate tome premier Paris J B Baillière 1839 p 557

43) De prisca medicina 20 (p 146 10 Jouanna 1 622 L )

44) De prisca medicina 20 (1 621 L )
45) 19세기 프랑스 의학이 모두 철학과 의학의 분리를 주장한 실증주의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파리의 임상의학파와 대립관계에 있던 몽펠리에 의과대학의 생기론 학파는 철학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의학은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히포크라테스를 생

기론의 선구자로 보았다 F Berard Doctrine Médicale de l É cole de Montpellier Montpellier Jean Martel
1821 p 13 몽펠리에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저자 베라르는 이 책에서 몽펠리에 학파의 작업은 저 유

명한 코스 학파가 시작한 위대한 관점을 발전적으로 지속시키고 완성시킨 것이다(p 8) 라고 말하며 몽

펠리에 학파야말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적자임을 선언하였다 몽펠리에 학파의 생기론과 히포크라테

스 의학의 관계는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큰 주제이므로 여기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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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동시에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시대에

관계없이 의학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6 결론

이제 우리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즉 19

세기 프랑스 의학과 히포크라테스의 관계를

이 시점에서 문제 삼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9세기는 프랑스 의학의 전성기였다 특히 파

리임상의학파로 대표되는 19세기 전반기의 프

랑스 의학은 당대의 서구의학을 선도했다 그

것은 환자가 보이는 각종 증상과 징후에 대한

임상가의 섬세한 관찰과 해부병리학의 성과를

결합한 의학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

어 소위 실험의학이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이

제는 실험실이 의학을 선도하는 지배적 공간

이 되었다 이러한 실험의학의 우위는 현대의

학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17세기의 과학혁

명 이후 진행된 자연과학의 발달은 의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8세기 이후 의학은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새로운 자연과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일부 의사들은 의학을 이

들 학문과 같이 엄밀한 학문으로 바꿀 수 있다

고 생각했다 의학의 자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프랑스 의학은 의

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파리

임상의학파와 몽펠리에의 생기론 학파는 의학

의 이론에서는 서로 대립되었으나 의학의 자

율성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일치했다 파리

임상의학파는 환자에 대한 정확하고 엄밀한

관찰을 통해 몽펠리에의 생기론 학파는 생명

체의 고유성을 주장함으로써 의학의 자율성을

지키려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두 히포크라

테스는 그들이 추구하는 의학의 진정한 본질

을 일깨워주는 정신적 지주였다

분자생물학이 의학과 동의어처럼 여겨지고

분자생물학의 패러다임이 의학을 지배하고 있

는 오늘날은 화학이 의학을 지배하고 있던 19

세기 서양의학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오

늘날의 의사들은 현대의학이 가져다주는 의학

적 진보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 던지기를 포

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히포크라테스를

매개로 주변 과학의 과도한 영향으로부터 의

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19세기 프

랑스 의사들의 노력을 되짚어 보는 작업은 과

학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의학을 보다 인간적인

의학으로 이끄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어∶히포크라테스 19세기 프랑스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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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Hippoc rate s and the N ine te e n th- ce ntury F re nc h m e dic ine

YEO In- sok*

Hippocrates the father of medicine has been represented in many ways throughout the history of

medicine His influence on later medicine took different forms from one epoch to another

Hippocrates‘ medical doctrine was quite influential until Renaissance period and with the arrival of

modern medicine the method or the spirit of Hippocrates had been valued more highly than his

medical doctrine Nineteenth century French medicine shows us how the influence of Hippocrates is

still vivid even in the nineteenth century Hippocrates as the author of the Air Water Places

became the founder of environmental medicine with the flourishing of meteorological medicine And

in the hands of medical ideologues he also became an proclaimer of the ideology that stress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men society and nature Laennec represented Hippocrates as the true pioneer

in Clinical Medicine to which he himself made a great contribution These various images of

Hippocrates show us the universal nature of his medicine

Key Words∶Hippocrates Ninetenth Century French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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