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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으로 지칭되고 있는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병원공간의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이

다. 특히 본고는 병원공간의 구성과 배치가 의료선교사들이 사용한 근대적 질병

분류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제한된 병원공간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병원 설립자의 의학수준과 

질병인식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85년 1월, 알렌은 조선정부에 ｢병원설립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4월, 한

성부 재동에 제중원을 설립하였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자

체는 조선사회에서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 설립된 병원은 단순한 구

료의 단계를 넘어서 진료시설과 입원시설을 구분하고, 예방접종과 수술, 입원병

동과 격리병동 등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이 시기는 서양의학계에서 미아즈마설을 거쳐 세균설이 확립되던 시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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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동 제중원이 세균설에 기초하여 공간이 구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중

원 일차년도 보고서(1886)는 18종의 대분류와 350여 종의 소분류를 사용하여 

질병을 분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상에 따른 분류였으며, 세균학적인 검사에 바

탕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질병을 확진할 수 있는 현미경이나 실험기구를 갖

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886년 제중원에 의학당이 설립되고, 점차 진료공간이 부족해지자 제중원은 

1887년 구리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세균설에 기초한 공간구성은 새로 이전한 

구리개 제중원에서 시작되었다. 1890년대 구리개 제중원은 현미경과 실험시설을 

갖췄다. 재동 제중원에서 구리개 제중원으로 물리적·의학적 공간변화와 질병분류

의 변화는 에비슨의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에비

슨의 보고서는 현미경에 의한 검진과 침대의 도입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균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04년 에비슨은 루이스 세브란스 씨의 기부금으로 도동에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은 병원건축과 전염병관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세브란스병원은 상하수도, 전기, 통풍, 난방과 

온수, 증기탕, 목욕시설, 방사선 기계설비 등 최신설비를 갖췄고, 진료실과 입원

실 이외에도 각종 특수치료실, 검사실, 수술실, 격리병동, 광견병 연구소 등 최신 

실험의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기능을 갖춘 병원이었다. 

재동 제중원에서 구리개 제중원으로,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병원 건축상 전통 한옥에서 르네상스풍의 서양식 병원 건축이라는 표면적 변화이

외에도 한국에서 서양의학의 성과가 고스란히 내면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제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건축, 질병분류체계, 미아즈마설, 세균설, 실

험의학

Ⅰ. 머리말

 

1884년 12월, 갑신정변 발발 이후 자상을 입은 민영익을 성공적으

로 치료한 알렌은 이듬해 1월, 조선정부에 ‘병원건설안’을 제출하였다.1) 

1) ‘병원건설안’의 원명은 ｢朝鮮政府 京中建設病院節論｣(1885. 1.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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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4월, 의료선교사 알렌(H. N. Allen: 1858-1932, 한국명 安連)은 

조선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濟衆院)

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1886년 초에는 재동 제중원을 확장하여 제중원의

학당을 건립하였고, 1887년 초에는 구리개로 제중원을 이전하였다. 제중

원 건립 10년 후인 1894년에는 에비슨(O. R. Avison: 1860-1956, 한

국명 魚丕信)에 의해 제중원 운영권이 선교부로 완전히 이관되었고, 

1904년 에비슨은 세브란스 씨의 후원을 받아 도동에 새로운 제중원을 

짓기에 이른다. 이른바 ‘새로 지은 제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건립된 것

이다. 이처럼 재동에서 시작된 제중원은 구리개를 거쳐 도동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였다.2)

재동과 구리개의 제중원이 기존의 전통 가옥을 새롭게 수리하거나 배

치하는 방식으로 근대적 병원공간을 창안하였다면, 도동 세브란스병원은 

서양식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르네상스 양식의 벽돌조 조적식(造積式) 병

원 건물로 그야말로 최신식 근대병원이었다. 이처럼 제중원에서 세브란

스병원으로의 변모 양상은 전통 한옥에서 르네상스풍의 서양식 건축이라

는 극적인 변화를 통해 한국에서 서양의학의 도입과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병원 

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한국 근대 병원의 

성격과 발전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최근 건축사 분

야에서 근대병원 건축물에 관한 다양한 현지조사와 연구가 제출되고 있

지만,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

치고 있다.3) 병원사 분야에서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설립과정에 관한 

2) Yeo, In-Sok. “Severance Hospital: Bringing Modern Medicine to 

Korea,” Yonsei Medical Journal 56-3, May 2015.

3) 오종희·권순정, ｢1876-1945년 한국근대보건의료시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9-2, 2003; 유영민, ｢우리나라 병원

건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양의학 도입시기(1877-1910)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1, 통권33, (1991. 2); 유영민, ｢한국 병원건축의 변

천과정｣, 대한건축학회 38-11, 1994; 한동관·류창욱·고상균·정재국·문종윤·

박윤형, ｢한국 근대 의료 건축물에 관한 연구｣, 의사학 20-2, 통권39호, 

(2011. 12);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서울: 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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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병원공간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4) 단지 서양의학이 시술되는 공간으로서 제중원과 세브란스병

원의 공간구성과 배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

문일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발굴된 각종 문헌자료와 도면자료 등

을 적극 활용하여 제중원이 병원 공간으로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병원의 이전과 발전과정에서 서양식 병원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근대적 병원 공간의 성격과 그 의미를 검

토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병원 공간의 구성과 배치가 의료선교사들이 사

용한 근대적 질병분류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 한다. 병원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단순히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 벽돌

을 쌓고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에만 병원 건축의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제한된 병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공간의 구성과 배치에 병원설립자의 의학적 수준과 질병인

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근대적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 공간 자체가 분과별, 질병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

된다. 말하자면 병원의 공간구조는 당대의 질병분류 체계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고, 근대적 질병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병원설립자의 의

학인식은 병원의 공간구조 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병원은 전통적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하고 돌

화사, 2015).

4) 대표적으로 여인석·박윤재·이경록·박형우, ｢구리개 제중원 건물과 대지의 반환

과정｣, 의사학 7-1, (1998. 7); 박형우·이경록·왕현종, ｢재동 제중원의 규모

와 확대과정｣, 의사학 9-1, (2000. 6); 왕현종·이경록·박형우, ｢구리개 제중

원의 규모와 활동｣, 의사학 10-2, 통권19호, (2001. 12); Yeo In-Sok, 

“Severance Hospital: Bringing Modern Medicine to Korea,” Yonsei 
Medical Journal 56-3, (May 2015); 박형우, 제중원,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서울: 21세기북스, 2010); 황상익 지음, 근대의료의 풍경(서울: 푸른

역사, 2014); 신규환·박윤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서울: 역사공간, 

2015)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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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공간이었지만, 근대의학 도입시기의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

는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 제도, 문화 등이 충돌하고 실험

되는 장이었다. 특히 서양식 병원에서 행해지는 외과수술과 신약치료 등

은 한국인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낯설음과 경이로움을 제공했다. 

그러한 경이로움의 이면에는 새롭게 구성된 병원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

다. 새로운 의학이 시술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어야 했다. 

더 나아가 병원은 국가와 사회,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서양의학과 전통의

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병원은 지배 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권력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과 정치·사회·문화적 상징체계가 경

쟁하고 타협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중

원과 세브란스병원 역시도 단순한 서양병원의 이식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점이 경쟁하고 타협하고 또는 내면화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설명

을 필요로 하게 된다.

Ⅱ. 병원의 개념사

동아시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은 중국 당대(唐代) 비전원(悲

田院)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전원은 불교 사찰에서 승려가 주관

하는 일종의 구휼기관이었다.5) 동아시아의 병원 역시 서양과 마찬가지로 

종교기관의 자선기구였던 셈이다. 병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국 송대(宋

代) 조훈(曹勛: 1098-1174)이 송은집(松隐集)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병원은 불교 사원에 건립된 위중한 질병을 돌보는 사찰 혹은 관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6) 그러나 이 같은 병원 시설은 후대까지 명백을 잇

지 못했고, 중국에서조차 병원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

다. 중국에서는 병원보다는 ○○원(院), ○○당(堂)이라는 용어가 상용되

5)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파주: 살림출판사, 2006), 

80∼81쪽.

6) 曹勳, 松隐集, 卷31 ｢仙林寺記｣, (欽定四庫全書 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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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에는 의원(醫院)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병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고려시대 이래로 ○○원(院), ○○서

(署)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환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의원(醫員)을 찾아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으며, 처방전을 약방에 내고 약을 받았다. 전통사회의 경제

적 상황이나 간호인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환자가 의원(醫員)의 업무공

간에서 장기입원을 하면서 의원의 돌봄을 받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진료 후 병이 나아야 진료비를 지급하는 관행 등으로 볼 때, 회복 여부

가 불확실한 환자를 장기간 의원의 집에 입원하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

려운 일이었다. 다만 고려시대 동서대비원이나 조선시대 혜민서·활인서 

등이 전염병 환자나 장기입원 환자를 위해 구제·구료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선시대에는 집권 초기부터 각 지방에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의학교

수를 파견하여 의생을 교육시키는 등 지방의료를 담당할 기구로 삼았는

데, 여전히 병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7) 개항 이후에서야 서양

의학을 시술하는 장소로서 병원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말하자면 개항 

이후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환자 수용 장소로서 의원과 더불어 병원이

라는 명칭이 상용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영향과 관련이 깊다.

개항 이후 조선인 사절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병원과 의학교 등을 방문

하였다. 어윤중의 종정연표, 송헌빈의 동경일기, 조준영의 ｢일본 의

학교 시찰｣ 등이 그것이다.

病院인즉 좌우에 긴 복도가 있었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무려 수

백 명이었으며 醫者 역시 이와 같았다. 치병하는 기구는 많은 것이 껍질을 

벗기고, 째고, 막힌 것을 뚫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체증의 경우에는 긴 실을 

가지고 입으로부터 아래로 뚫었으며,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그만 

통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탕제는 쓰지 않았으며 오로지 환제와 산제를 

썼다. 인형의 피부가 벗겨진 것, 베어진 장부와 폐, 이들을 보니 극히 痛駭

스럽다. 병 걸려 죽은 자는 그 병이 생긴 곳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부와 폐

를 해부하니 그 술이 매우 정교함을 알 수 있으나, 그 마음 씀이 진실로 잔

7)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연구(서울: 수서원, 1988),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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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짝이 없으니 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일까. 괴이하고도 

통탄할 일이다.8)

서양의학과 그것을 시술하는 병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인상은 한편

으로는 신기해하며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괴이하고도 통탄스럽

게 느꼈다. 병원과 서양의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상도 이것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병원은 한성순보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을 접했을 때,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개원 1주년이 지난 1886년 알렌과 헤론 의사는 제중원 일차년도 보

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제중원의 진료실적과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적고 있다. 알렌은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에 포함된 ｢병원에 관한 이야기(Narrative Concerning the Hospital)｣에
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병원 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유사한 기관이 수백 년 동안 존속해

왔고, 이러한 고대의 기관을 전복하는 것이 어떤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두렵다.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사

람들은 새 병원에 매우 우호적인 것 같았고, 국왕의 포고 및 병원을 개원해 

전국 각 지방의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수없이 반응을 

보였다.9)

알렌의 보고는 조선에서 병원이 결코 새로운 기관이 아니며, 조선 사

람들의 병원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우호적인 듯한 인상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이러한 고대의 기관을 전복하는 것이 어떤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고대의 기관을 

전복한다”는 것은 전통의학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새로

8) 송헌빈, 동경일기, 1881년 4월 18일, 6쪽.

9)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Yokohama R Meiklejohn ＆ Co., 1886)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의 원문과 번역본은 延世醫史學 3-1(통권9호), 

(1999. 3),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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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양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중원의 운영을 책임졌던 알

렌은 이처럼 새로운 병원으로 낡은 것을 전복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

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는 기존 

혜민서 등에서 일하던 일부 관리와 직원들을 채용하고 전통적 의료기관

의 운영방식도 일부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렌은 정부관리가 병

원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했고, 1885년 4월 제정된 ｢공립의

원규칙(公立醫院規則)｣에는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조선관리의 병원 책임

자 선정과 병원운영 개입안을 삭제시키고 약값의 지불은 병의 호전여부

와 상관없이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알렌의 이러한 조치들은 진료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조선정부와 한국인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제중원의 명칭제정과 실제 운영방식의 정착과

정 등에는 근대적 병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재정지원자인 조선정부와 운

영자인 알렌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10)

알렌은 제중원을 통한 서양식 병원의 운영을 낙관하고 있었지만, 서양

식 병원이 한국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송헌빈의 동경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양의학 시술은 여전히 조선

인들에게는 낯설고도 두려운 존재였다.

몹시 악의를 품은 몇몇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어린아이의 염통과 눈앞을 

도려내어 약에 쓰려고 원주민 어린아이를 훔쳐 오는 흉악한 조선인들에게 

돈을 준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이를테면 

독일 공사관과 영국 공사관 그리고 미국 공사관에서 어린애들을 잡아먹는

다는 것이었다. 이 피에 굶주린 작업의 총본부는 물론 병원인데 그것은 병

원이 약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11)

서세동점의 시기에서 영아소동은 서양인과 서양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영아소동은 한국

10) 신규환·서홍관, ｢한국 근대 사립병원의 발전과정: 1885년∼1960년대까지｣, 
의사학 11-1, (2002. 6).

11) 릴리어스 호톤 언더우드 지음, 김철 옮김,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서
울: 이숲, 2011),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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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서 흔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

로 영아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총본산으로 병원이 지목된 것은 너무나 자

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서양의학과 외

과수술 등을 통해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점차 그러한 두려

움은 점차 극복되고 있었다.12)

개항 이후 병원이 점차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나갔지만, 병원이 단지 

서양식 병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899년 대한제국은 전염병관

리와 구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직속의 정부병원을 설립

하고 ｢병원관제｣와 ｢병원세칙｣을 통해 내부병원(內部病院)을 설치하였다. 

내부병원은 전염병관리와 구료병원의 성격을 가졌으며, 양약을 사용하기

는 했지만 한의사와 한의학을 활용한 한방병원이었다. 1900년 내부병원

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한 것 역시 전통적 의미의 대민 구제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병원은 서양식 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으며, 병원과 의원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다. 병원과 의원의 명칭이 법적

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사립병원 취체규칙｣(1919. 4) 제정 

이후이다. 그런데 이 규칙에 따르면, 병원은 최소 10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말하자면, 사립병원은 적

어도 일반병동과 전염병병동을 합쳐서 20여 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병원

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조선의료령 시행규칙｣(1944. 9)에서도 환자 10

인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춘 곳을 병원이라고 하고, 그 미만을 진료소라

고 규정하였다.13) 병원과 의원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분리된 것은 ｢
국민의료법 총칙｣(1951. 9)에서인데, 병원이라 함은 의업 또는 치과의원

을 행하는 장소로서 환자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였

고, 2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원이라고 규정했다.14) 

12) 중국에서도 서양의학과 외과수술의 기적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施醫院이 설

립되기도 했다. 신규환, ｢한중 선교병원의 ‘정체성’논쟁 비교연구: 제중원과 

시의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72, (2015. 12).

13) ｢私立病院取締規則｣, 朝鮮總督府官報(1919. 4. 7), 85면.

14) ｢朝鮮醫療令施行規則｣, 朝鮮總督府官報(1944. 9. 14),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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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

였다.15)

Ⅲ. 질병분류체계와 공간변화

1. 재동 제중원 시기의 공간구성

18세기말 이후 서양사회에서 근대의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변화는 신

체와 질병의 공간화와 일상공간의 대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다. 미셀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1963)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질병의 

제도적 공간화를 통해 근대의학이 성립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질병의 

제도적 공간화란 질병의 계보 구성과 분류하기를 통해 의학을 새롭게 재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의료선교사들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하면서 단순히 환

자를 치료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서양의학을 선

교지에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했다. 그 중의 하나가 현지

의 질병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질병분류는 1870년대 영국출신 의료선교사인 존 더전(John 

Dudgeon: 1837–1901, 중국명 德貞)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1870년대 중

국해관 의사인 로버트 제미슨(Robert Alexander Jamieson)은 해관보고

시에 영국식 질병분류로 해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해관의사로 활동

한 알렌 역시 이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질병을 분류하였고, 그 내용은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1870년대 사망원인 분류는 대

15) 신규환·서홍관, ｢한국 근대 사립병원의 발전과정: 1885년∼1960년대까지｣, 
의사학 11-1, (2002. 6).

16)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고전주의 시기의 공간화와 분류하기를 언급

하고, 18세기 이후 등장한 근대의학이 국가권력에 의한 질병의 제도적 공간

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Michel Foucault(A. M. 

Sheridan trans.),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Routledge Classics, 2003), 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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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로 일반 질병(급성 및 만성전염병), 신경계 질병, 순환계 질병, 호흡

계 질병, 소화계 질병, 비뇨계 질병, 생식기관병, 분만병, 운동기관병, 피

부계 질병, 중독, 손상 등으로 구분하였고, 총69종의 소분류된 질병을 포

함하였다. 실제 개별 보고서에는 이들 소분류 질병 중 30종 이내가 보고

되었다.17)

실제 더전이 행한 북경의 질병보고는 중요한 전염병을 서술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지만, 당시 영미계 의료선교사들의 질병분류는 감염성 여

부, 환경적 요인, 신체 계통 등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졌다. 1870

년대 이래로 질병분류 방식은 조금씩 변화되지만, 감염, 발열, 신체계통 

등에 따른 분류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사망원인 분류 역시 전염병과 신

체 부위 및 계통 질환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질

병 및 사망원인 분류체계는 개항 이후 동아시아 서양의학계에서 공식적

인 질병분류체계로 작동하고 있었다.18)

1885년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역시 발열, 소화기계 질병, 순환기

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계 질병, 임파선계 질병, 비뇨생식계 질병 

및 매독, 전신 질환, 새로운 질병, 눈 질환, 귓병, 종양, 골·관절·건 질환, 

외상, 기형, 결합조직 질환, 피부병, 여성질환 등 18개의 대분류와 350여

종의 소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재동 제중원 시기에 영국식 질병분류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증상에 따른 분류였으며 세균

학적 검진에 바탕한 것은 아니었다.

1880년대 서양의학계에서 미아즈마설을 대신하여 세균설이 점차 권위

를 얻고 있었지만, 동아시아의 의료선교 현장에서 세균설과 실험의학은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했다. 세균을 검증할 수 있는 현미경이나 실험실 

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균설과 실험의학의 위상은 

알렌의 제중원 설계도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알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중원 설계도면을 작성한 듯한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설계도면이다. 하나는 제중원 설립초기인 1885년 6월경에 작성

17) “Abstract from Cemetery Record of Burials (January 1st 1871 to 

December 31st 1877)”, Medical Report, (1877), pp. 76∼77.

18) 신규환, ｢20세기 전반 北京의 都市空間과 衛生: 空間의 再編과 龜裂을 중심

으로｣, 동양사학연구 128, (2014. 9), 390∼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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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차 설계도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1년여 후인 1886년 7월경에 작

성한 제2차 설계도면이다.

가. <그림 1> 1885년 제중원 개원 당시의 제1차 설계도면(1885. 6)

 출전: H. N. Allen, “Medical Work in Korea,” Foreign Missionary 44, 1885, 

p.75.

제1차 설계도면에 따르면, 제중원은 외래진찰실과 수술실, 외과병동, 

부인병동이 병원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배치는 근대식 

병원들의 일반적인 공간배치와 유사한 것으로서 진료공간과 입원공간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술실과 부인병동을 중심에 배

치함으로써 외과에 강점을 지닌 서양의학 시술 병원으로서의 장점을 부

각시켰고, 남녀가 유별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에도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제중원은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면서도 중앙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

어 있는 전형적인 고관대작의 저택임을 보여주는데, 집의 구조는 8개의 

마당을 중심으로 ‘역ㄴ’자 형태로 한옥이 배열되어 있다. 행랑채에 전염

병실, 바깥채에 대기실, 진찰실, 수술실, 약국, 안과병실과 암실, 사랑채

에 일반 병실, 예방접종(종두)실, 안채에 여자병실, 별채에 독방들을 두었

으며 규모는 작아도 종합병원 형태를 갖췄다. 알렌이 직접 그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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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전면에 진료실과 약국 등이 배치되며, 이와 별도로 후면에 병실

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배치방식은 후대의 세브란스병원

이나 대한의원의 배치방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진료시설과 입원시설을 

구분하는 형식이다. 1886년에는 제중원 북쪽에 제중원 의학당을 개설하

고, 의학생 16명을 교육시켰다. 1887년에는 환자가 많아져서 구리개(銅

峴, 현 을지로입구 외환은행 일대)로 이전하였다.19)

나. <그림2>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1886)상의 제2차 설계도면

 출전: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Yokohama R Meiklejohn ＆ Co., 1886), 

p.2.

제2차 설계도면에 따르면, 1년여 동안 제중원의 공간은 크게 변화하였

19) 박형우 지음, 제중원,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서울: 21세기북스, 2010), 

60∼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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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제중원의학당이 제중원 북쪽으로 825제곱미터(250평) 규모로 

확장되었다. 제중원의학당 건물에는 강의실, 화학실험실, 학생 숙소 등이 

조성되었다. 둘째, 수술실 겸 약국이 외래 진찰실로, 외래진찰실이 대기

실과 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셋째, 외과병동이 일반병동과 안과병동으로 

분할되었다. 넷째, 일반병동이 예방접종실과 일반병동으로 분할되었다. 

다섯째, 하인처소가 전염병동으로 변경되었다. 여섯째, 환자독방이 사무

실로 변경되었다. 일곱째, 부인병동 앞의 나무들이 철거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북쪽으로 제중원의학당 공간이 들어서면서 공

간이 크게 확장된 것, 그리고 예방접종실이 신설된 것과 기존의 하인처

소를 전염병동으로 바꾼 것 등일 것이다. 당시 최대의 전염병은 두창과 

콜레라였는데, 예방접종실은 두창 예방접종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전염

병동은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콜레라는 한반도 북부를 거쳐 1821년 조선에서 처음 유입된 이래로 

빈번하게 출몰하였고, 특히 개항 이후로는 부산과 인천 등을 통해서도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한반도에서 콜레라는 풍토병처럼 거의 매년 유행하

였다. 제중원 개원 이후인 1885년 9월과 1886년 7-8월에 제물포와 한

성 등지에서 콜레라가 크게 유행한 바 있기 때문에, 제중원은 콜레라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했고, 전염병동의 설치는 그러한 대응의 일환이었

다.20) 전통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동안 피병원을 설치하여 전염병환자

를 별도로 수용한 사례는 있지만, 병원 안에 별도의 전염병동을 설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전염병사에서는 매우 기념

비적인 사건이었다.

조선 정부에 각 도시의 출입 대문마다 두 사람의 훌륭한 사자(使者)를 

파견 배치, 콜레라 환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격리수용하는 환자 집에는 일체 

숙식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각 세대주들에게는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

고 하수구에 석회를 뿌리며, 방안에는 유황을 태우는 등 소독을 철저히 하

20) 1885년과 1886년의 콜레라 유행에 대해서는 알렌의 일기와 해관보고 등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알렌 지음, 김원모 옮김, 알렌의 일기(서울: 단국대

학교출판부, 2004), 103쪽); Dr. H. N. Allen, “Dr. H. N.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 Medical Report No.33, 1887, pp.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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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또 물은 반드시 끓인 물을 마시도록 했다(알렌의 일기, 
1885년 9월 27일).21)

조선정부는 1885년 8월, 제중원 원장인 알렌 의사를 해관 총세무사 

부속의사로 임명했고, 1886년 해관 총세무사는 ｢온역장정｣을 발표하는 

등 검역행정을 추진하였다. 알렌은 제중원 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

기 때문에, 인천이나 부산 등지에서 실행되는 실질적인 검역업무를 담당

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조선정부의 검역대책에 대한 외세의 반발로 검역

행정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웠지만, 조선정부가 방역에 대한 인식을 전

환하고 초보적인 방역 조치를 실행해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

화였다.

예방접종실과 전염병동의 설치 이외에, 외과병동과 수술실이 축소되거

나 사라지고, 안과병동이 설치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알렌이 장안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외과수술 덕분인데, 그런 명성을 유지시켜 줄 외과

병동과 수술실을 축소시켰다는 점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도 백내

장 수술 등 안과시술 역시 서양의학을 대표하는 외과시술 중의 하나이

고, 안과시술은 선교의학이 종교적 차원에서 중시해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중원은 서양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건물의 중심부에 진료실과 병동

을 배치하여 규모는 작아보여도 종합병원 형태의 근대적 공간구조를 구

축하고 있었으며, 의학교와 전염병실을 병원에 가장자리에 마련하여 병

원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동 제중

원의 공간배치를 보면, 동아시아의 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술실, 

전염병실, 예방접종실, 화학실험실, 의학교 등이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전

통 병원과는 공간적인 구성이 완전히 달랐다고 할 수 있다.

2. 구리개 제중원과 세균설

흔히 서양 근대의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세균설과 실험의학이 거론되

21) 알렌 지음, 김원모 옮김, 알렌의 일기(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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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파스퇴르와 코흐 등의 활동에서 불구하고, 세균설과 실험의학이 확

실한 대세가 되었던 것은 서양사회에서조차도 18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미경의 제조기술 발전과 실험실의 세균 발견 등이 급속

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이 깊다.

구리개 제중원에서 외래 진찰실이 있던 건물은 단층 한옥이었다. 병원

은 방 셋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방은 약방과 진찰실로 쓰고, 둘째 방은 

병실과 치료실로 쓰였으며, 셋째 방은 검사실로 썼다.22)

에비슨이 내한하기 전, 빈튼(Charles C. Vinton: 1856-1936, 한국명 

賓頓)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고 있던 시기는 제중원의 침체기였다. 빈튼에

게는 더 많은 병실이나 수술실이 필요하지 않았다. 1893년 11월, 제중원

의 책임을 맡게 된 이래 6개월 동안 에비슨은 새로운 각오로 제중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내원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는 병실을 

증축하였고, 수술실도 준비하였다.23) 수술실 준비과정에서 조선인 주사

들과 마찰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에비슨은 조선정부에 제중원의 운

영권과 소유권 이관을 요구하게 되었다.

재동 제중원이 862.16평이었던 데 비해, 구리개 제중원은 최소 1,810

평, 최대 5,036평에 달한다. 재동 제중원과 비교하면 구리개 제중원은 2

배 내지 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현재까지 구리개 제중원의 공간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가 발견되지 않아 재동 제중원과 어떤 점에서 달

라졌는지를 명확히 밝혀내기 어렵다. 1936년 ｢대경성부대관｣을 보면, 남

아 있던 구리개 제중원은 가옥은 대체로 재동 규모로 추정되지만, 에비

슨과 에바 필드의 사택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대지는 훨씬 더 많이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24) 단편적인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구리개 

제중원은 질병에 따라 구분된 병동, 수술실, 대기실, 진료실 등의 진료 

공간과 교회 창고, 부엌, 세탁소 등의 부속 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여전

히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병동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했

지만, 이전과 달리 침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25)

22) ｢어비신소전(十), 제중원의 창립｣, 기독신보 제852호, (1932. 3. 30).

23) 올리버 R. 에비슨 지음, 박형우 편역,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한국 

42년(1893-1935): 에비슨전집1(서울: 청년의사, 2010), 209∼214쪽.

24) ｢대경성부대관｣(1936,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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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콜레라 유행시기에 에비슨은 갑오개혁 정부로부터 방역을 위

한 전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에비슨의 회고에 따르면, 이 시기에 콜레라 

등의 세균검사를 실시하였다.26) 따라서 구리개 제중원은 전염병동을 갖

췄음은 물론, 이전과 달리 현미경과 실험실을 충분히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는 재동 제중원에서 구리개 제중원으로 

물리적·의학적 공간변화와 질병분류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의 준공을 기약하며 새

병원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에비슨은 이 보고서에서 외래환자

의 질병을 피부, 소화관, 직장, 생식비뇨, 눈, 귀, 호흡, 심장순환, 신경, 

발열, 선, 혈액, 종양, 탈장, 뼈·관절, 기생충, 코, 기타 등 18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알렌의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의 18가지 

분류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보고서는 질병 순위나 검진방법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에서 질병 순위는 소화기질환, 성병, 말라리아 

순으로 많았다면,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에서는 피부병, 성병, 

결막염 순으로 많았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소화기질환과 말라리아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소화기질환이 동아시아인들의 만성적인 질환

이었던 점을 상기하면,27) 소화기질환이 줄어든 것은 에비슨도 지적하듯 

의외의 결과였다. 반면 말라리아의 감소에 대해서 에비슨은 치료제인 키

니네의 성과라고 평가했다.28)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는 1890년대 이후 현미경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검진방법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구리개 제중원은 현미경

에 의한 가래검사를 통해 결핵을 구분해 낼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콜레라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25) 왕현종, 이경록, 박형우, ｢구리개 제중원의 규모와 활동｣, 의사학 10-2, 

(2001. 12), 146∼151쪽.

26) Avison, Oliver R. “Cholera in Seoul”, The Korean Repository, Vol.3, 

September, 1895.

27)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서울: 살림출판사, 2006), 

14∼16쪽.

28) ｢1901년도 제중원 연례보고서｣, 연세의사학 4-3,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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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전염병 관리를 위해 침대 사용은 필수적이었다. 환자들이 침대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시간이 필요했고, 침대구

비에 적지 않은 비용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소량씩 점진적으로 도입되었

다. 구리개 제중원 시대는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데 편리한 한옥 가옥을 

개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890년대 세균설의 입지를 공간적으로 체현

하고 다가올 세브란스병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구조화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구리개 제중원 시기에도 전염병이 유행하면 병원을 폐

쇄하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 한옥 공간과 시

설의 개조와 보수만으로는 병원 운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Ⅳ. 세브란스병원과 실험의학

1904년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은 병원공간과 전염병관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 근대건축 도입시기의 건물이 대부분 

일본식 의양풍(擬洋風) 건물인데 비해, 세브란스병원은 르네상스풍의 구

미식 건축물로 근대 한국의 서양식 건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40병상 규모였고, 여기에는 6개의 격리병상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 병원에서 하루 평균 30명, 연간 1만여 명의 외래환자를 

볼 예정이었다. 설계는 캐나다인 고든(H. B. Gordon: 1854-1951)이, 시

공은 중국인 장해리(Harry Chang)가 맡았다. 설계사 겸 건축감독인 고

든은 교회건축 전문가로 병원 건축에는 경험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고

든은 난방시설, 배기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의 병원시설과 공간배치 등

에 대해 에비슨 등 의료선교사들과 상의하면서 병원을 설계하고 시공하

였다. 

세브란스병원은 2층과 반지하층을 가진 건물로서 길이가 약 24미터, 

폭이 약 12미터였다. 반지하층은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잘 되어 밝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실제적으로 300평 규모의 3층 건물이었다. 세브란스병

원의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에비슨의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29) 

29) 이하 세브란스병원의 공간구조에 대한 설명은 에비슨의 보고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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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세브란스병원의 평면도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공간배치를 알 

수 없지만, 건물 외부 사진과 창문 배치 등을 통해 대략적인 공간은 가

늠할 수 있다. 중앙입구와 중복도를 중심으로 앞뒤와 좌우 대칭적인 평

면구조를 지녔다. 대략 1층 전면부에는 6실에서 8실 규모이고, 후면부는 

8실에서 10실 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지하층과 2층 역시 앞뒤로 

각각 8실에서 10실 규모의 공간 배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반지하층은 무료 진료실, 2개의 대기실, 상담실, 검사실, 약국, 의약품 

창고, 난방로와 석탄창고, 주방, 그리고 현대적인 건조실을 갖춘 세탁소 

등으로 이루어졌다. 1층은 의사 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방에는 방사선 기

계 설비, 증기탕, 관절 치료를 위한 건조고온공기 장치,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를 위한 압축공기 장치, 특수 장치가 있는 전기 설비가 잘된 방 등

이 있었다. 그밖에 아마포 벽장, 목욕실, 남자 화장실 등이 딸린 3개의 

남자 병실과 아마포 벽장, 목욕실, 여자 화장실 등이 딸린 4개의 여자 병

실, 그리고 일반회의실 등이 있었다.

2층은 남자 외과 수술을 위해 꾸며졌는데, 이곳에 집도 의사의 수세실 

및 멸균실 등을 가진 수술방이 있었다. 수술실은 폭과 너비가 약 5미터

였으며, 천장 높이는 약 4.2미터였다. 건물은 북동쪽을 향했는데, 이쪽은 

거의 유리로 덮여 있어 자연 채광으로 방이 밝았고 집도 의사를 방해하

는 그림자가 지지 않았다. 수술실은 흰색 에나멜을 입힌 철제 수술 기구 

및 물약소독기가 갖추어져 있었다. 2층에는 7개의 병실, 린넨 붙박이장, 

목욕탕, 화장실, 간호사실, 소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주방은 반지하

층의 주방과 통해 있어 소형 화물 엘리베이터로 음식을 운반하였다.

1층의 의사실은 소리관을 통해 건물의 모든 곳과 통해 있었으며, 병원

과 의사 사택은 사설 전화로 연결되었다.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병

원에는 서울의 전화가 설치되었다. 벽과 천장을 포함한 병원 건물의 전

체 내부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을 해 물로 닦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

고, 모든 구석을 둥글게 만들어 먼지가 모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물

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몇 개의 특실이 있었는데, 자신들만의 방

Oliver R. Avison, “The Severance Hospital”, The Korea Review 4, 

(Nov. 1904), pp. 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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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였다. 목욕실, 화

장실 및 대야는 최신식으로 갖췄고 배관을 통해 온수와 냉수가 공급되었

다.

전체 건물은 온수로 난방을 유지했기 때문에 연기, 석탄가루, 혹은 재 

등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건물 전체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었다. 

또 건물 전체를 전기로 조명했기 때문에, 입원실이 나쁜 공기로 오염되

는 것을 막았다. 환기 역시 문 위의 채광창 및 배관을 통해 적절하게 유

지하도록 했다. 배관을 통해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가 병실로 들어가고, 

병실의 공기를 제거함으로써 문이나 창문을 완전히 닫아도 병실의 공기

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토록 하였다. 검사실은 현미경, 원심분리기, 항온

기 등의 최신 장비로 갖추어졌고 혈액, 소변, 대변 및 가래침 등을 검사

할 수 있었다. 토끼 우리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조만간 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파스퇴르연구소 설립의 일환이었다. 1905년 봄에는 전염병 환

자를 위한 격리병동이 별도로 개설되었고, 영안실과 잡역부 등을 위한 

별도의 건물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세브란스병원은 20세기 초 위생설비와 실험의학의 최신성과가 

반영된 최첨단 병원이었다. 병원 본관은 진료와 수술을 위한 최적의 시

스템을 구축했다. 본관 주위로 정신질환과 전염병관리를 위한 별채의 건

물과 의사, 간호사, 잡역부 등을 위한 사택과 기숙사 등이 건립되었다. 

그 비용은 모두 세브란스씨와 그의 자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1908년의 보고에 따르면, 전년 대비 병상 가동률은 43% 증가되었고, 

입원환자는 내과 환자 316건, 외과 환자 332건, 산과 환자 7건 등 합계 

655건이었다. 이것은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에서 1년 동안 입원환자

가 265건이었던 것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이다. 무료진료도 신환 5,674

건, 재환 3,638건, 소수술 1,241건 등이 시술되었다.30)

흥미로운 점은 세브란스병원에 파스퇴르 연구소가 설치되어, 실험용 

토끼를 사용하여 광견병 바이러스를 연구했던 것이다. 광견병 연구는 세

브란스병원의 직접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연구에 관심이 있던 이탈리

30)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ong Yang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d., August 190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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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사관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31) 1908년 파스퇴르 연구소는 7명의 

광견병 환자를 치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32) 세브란스병원은 자의

든 타의든 세균설 연구의 중요한 기지였다.

Ⅴ. 맺음말

19-20세기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공간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서양

식 근대병원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를 압축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제중원 이전이 구료의료에 제한되었다면, 재동 제중원과 구

리개 제중원을 거치면서 연명의료와 전문의료의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의 등장은 최신식 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식 의료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제중원 시기는 

미아즈마설에 기초한 의학에서 세균설에 기초한 의학으로 나아간 과도기

라고 할 수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시기는 세균설에 입각한 실험의학의 

시대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식 근대병원의 공간화 과정에는 질병의 공간화, 신체의 공간화, 

의학의 공간화가 수반되었다. 질병과 신체의 공간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새로운 질병분류체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알렌은 제중원 일차

년도 보고서 등 의료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국해관 등에서 사용되는 질

병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1880년대까지 서양의학계에서는 세균학적 검

사보다는 증상에 따른 감염, 발열, 신체계통별 분류를 중심으로 질병이 

분류되었다. 재동 제중원 시기에 감염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레라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알렌과 헤론 등은 

전염병실의 운용 등을 매우 중시했다. 또한 수술실, 진료공간과 입원병상

의 유기적 운용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간적 운용과 특

색은 전통 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한국식 전통 가

31) Oliver R. Avison, “The Severance Hospital”, The Korea Review 4, 

(Nov. 1904), p.492.

32)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ong Yang,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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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 온돌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관리에는 불편한 요소가 많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저택 한옥의 공간구성은 공간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재동 제중원은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진료와 입원에 편리하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였다. 다만 재동은 

고관들의 한옥이 밀집한 지역이라 환자수용 공간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공간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중원은 재동에서 구리개로 이전했

다. 1890년대 에비슨의 등장과 더불어 질병분류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구리개 제중원 시기에 세균학적 검사와 현미경 검사 등이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에 따른 질병분류에서 세균학적 검사를 통한 질병분

류라는 점에서 이전과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구리개 제중원은 

재동 제중원에 비해 2-5배 이상 공간확장을 꾀할 수 있었고, 병원공간에 

침대를 도입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900년대 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은 세균설과 실험의학의 이상을 공간적

으로 실현한 결정판이었다. 병원 건물 전체에 전기와 급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고, 채광, 통풍, 온도 및 온수 조절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욕, 세탁, 화장실, 상하수도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병원위생이 획

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X-선 장비와 실험실을 구축함으로써 최신

의학의 시연이 가능해졌다. 그밖에 전염병병동과 기숙사 및 사택 등을 

별도로 건립하여 위생관리와 동선의 효율화에도 신경을 썼다. 3층의 건

물에 진료, 병실, 실험실 구축함으로써 진료, 연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재동 제중원에서 구리개 제중원으로, 그리고 다시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병원 공간의 확장이나 서양식 건축양식의 도입이라는 표

면적인 변화 이외에도 근대 서양의학의 성과를 한국의 병원공간에 내면

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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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spital Buildings in Modern Korea

- From Chejungwon to Severance Hospital

Sihn, Kyu-Hwan*

We can trace the development of modern hospitals through the 

transformation from Chejungwon hospital to the Severance hospital. 

Chejungwon, the first western hospital in Korea, was established in 

Jae-dong in 1885 and then moved to Gurigae in 1887.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medical professionalism started with Chejungwon, 

which was unlike any traditional hospital. Severance hospital, started in 

1904, was fitted with the latest medical equipment, such as ward beds, 

chemical laboratories, and x-ray facilities. While Chejungwon represented 

the period of miasma theory, Severance hospital represented the period of 

germ theory and laboratory medicine.

The transformation of space in the modern hospital was accompanied 

with the transformation of space of disease, body and medicine. The 

space of disease and body introduced a new system of disease 

classification. When H. N. Allen and J. W. Heron wrote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1886, they used the system of 

disease classification used in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Western professionals in Korea in the 1880s classified disease as 

either infection, fever, or bodily system. Although Drs. Allen and Heron 

could not make exact diagnoses of infectious diseases in Jae-dong 

Chejungwon, they prepared an isolation ward, vaccination room and 

laboratory. O. R. Avison regularized the use of microscopic examinations 

* Assistant Research Professor,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 jerryq@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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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udy bacteria in Gurigae Chejungwon in the 1890s. This disease 

classification was based on bacteriological examination and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disease classification based on symptoms. Gurigae 

Chejungwon also improved its hygienic level through the provision of 

ward beds.

O. R. Avison established Severance hospital with a donation from L. H. 

Severance’s in 1904. Severance hospital was an ideal modern hospital 

with electronic systems, waterworks, a natural lighting system and 

controlled hot water. Severance hospital was the best hospital for the 

provision of laboratory medicine in East Asia. From the development of 

Jae-dong Chejungwon, Gurigae Chejungwon and Severance hospital, we 

can trace how the hospital space was transformed internally and also note 

the changed appearance of the hospital buildings.

 Key Words  Chejungwon, Severance Hospital, Hospital Building, Disease 

Classification, Miasma Theory, Germ Theory,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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