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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근 의 병원은 중세의 병원과 개념적 차원에서 단절됨으로써 등장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근 병원과 중세병원의 단절을 병원의 의료화(Medicalization 

of Hospital)와 의료의 병원화(Hospitalization of Medicine)란 개념을 통해 설명
한다. 여기서 병원의 의료화란 원래 구빈이 주요 목적이었던 병원이 의료 시술이 
주가 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말하고, 의료의 병원화란 의료화된 병원이 
이번에는 의료 자체를 병원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간적으로는 병원의 의료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의료의 병원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화를 통
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이용하는 보편적 시설이 된 병원은 이제 의료의 전 영
역을 점차 병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료의 병원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생로
병사의 전 과정이 이제 병원에서, 혹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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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원은 현 사회를 지탱하는 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이제 병

원은 문명화된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견 병원이 보편적 제도로 보이지만 그것은 예컨  군 나 
정치제도, 혹은 사법제도의 보편성에 비하면 역사적 특수성이 두드
러지는 제도이다. 군 나 정치제도(예를 들어 왕정) 등은 동서를 막
론하고 인류사회의 출현과 함께 거의 동시적으로 존재해왔다. 그에 
비하면 병원은 특정 시기에, 그것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나중에야 비
로소 역사의 무 에 등장한 새로운 제도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
간 안에 전 세계로 퍼져 이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보
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병원은 정의상 의술이 시술되는 공간이다. 의술은 그것이 발생한 
사회나 문화권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질병의 치료술이
라는 지향점에서는 동일한 보편적 성격의 지식이다. 그러나 역사적
으로 모든 사회의 의술이 병원을 통해서 시술된 것은 아니었다. 오
히려 병원은 역사상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등장한 특수한 제도
이다. 다만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마치 그것이 
모든 사회에 원래부터 당연히 있어 온, 혹은 있어야 할 보편적 제도
처럼 인식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병원 제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병원에 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
다. 이 글의 제목을 ‘병원의 철학’이라고 붙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 
혹자는 병원 제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한 탐구가 역사적 
접근이 아닌 개념적(철학적) 접근을 통해 시도되는 것을 의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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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군 와 같은 보편적 제도는 개념
적으로 이미 자명하게 정의되어 역사에 등장하므로 (다시 말해 군
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해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으므
로) 그에 관한 탐구는 군  조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
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반면 병원 제도는 역사상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에서 돌연 출현했다. 그것은 병원이 개념적 단절을 통해 
역사의 무 에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병원의 선구에 해당하는 제도를 역사 속에서 
찾아내어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는 ‘병원(hospital)’이란 용어의 연
속성을 통해 병원 제도의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이처럼 병원 제도의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캉길렘
이 말하는, 과학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선구자의 오류’에 빠질 위험
이 크다.1) 그가 말하는 선구자의 오류란 개념적으로 단절된 두 
상을 역사적으로 연속된 상으로 파악하는 오류이다. 그 표적인 
사례가 20세기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원자의 기원을 그 용어의 동일
성에 근거하여 고  원자론자들의 원자에 두고 이를 역사적으로 연
속적 개념으로 보려는 시도이다. 역사적 연속성을 무리하게 확보하
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결국 몰역사적 오류로 귀결된다. 이러한 오
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상 사이에 개념적 불연속성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인식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론적, 혹은 넓은 
의미에서 철학적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다루는 상의 
역사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병원의 기원
을 가능한 멀리 거슬러 올라가 찾고 그것을 오늘날의 병원과 연결시
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단절의 지점들을 찾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그간 병원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역사적 접근과 인류학적 접
1) Canguilhem(1989a),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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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역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최
근에는 병원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2) 여기서 역
사적 연구는 개별 병원의 역사에 관한 기술이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
는 가운데 의학사의 발전과정이나 사회사적 관점에서 본 병원의 역
할에 관한 연구들이 그 뒤를 잇는다.3) 이들 연구들은 병원의 다양
한 측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지지만 부분 특정 
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역사적 연구나 인류학적 연구가 
가지는 본질적 특성상 당연한 접근이다. 그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특정 병원의 사례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보편적 이념
형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접근이나 인류학적 
접근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들 방법도 병원이란 제도에 한 개념적 
접근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다. 

근 의 병원은 중세의 병원과 개념적 차원에서 단절됨으로써 등
장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근 병원과 중세병원의 단절을 병원의 
의료화(Medicalization of Hospital)와 의료의 병원화(Hospitalization 
of Medicine)란 개념을4)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병원의 의
료화란 원래 구빈이 주요 목적이었던 병원이 의료 시술이 주가 되는 
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말하고, 의료의 병원화란 의료화된 병원
이 이번에는 의료 자체를 병원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병원에 한 인류학적 연구작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작업은 표적이
다. Pouchelle(2003), L’Hôpital Corp et Âme, Seli Arslan.

3) 병원 일반의 통사적 역사에 한 연구서로는 리스의 연구가 종합적이다. 
Risse(1999), Mending Bodies, Saving Souls, Oxford University Press. 사회사
적 연구로는 로젠버그의 연구가 표적이다. Rosenberg(1987), The Care of 
Strangers-the rise of America’s hospital system, Basic Books.

4) Lombard, Vandewalle(2007),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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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고찰
병원의 개념에 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이란 용어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개념이란 결국 용어와 그 용어에 함의된 내용
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먼저 그리스어에서는 병원에 해당하는 단어
가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의사들이 약을 조제하거
나 환자를 맞는 장소를 ‘iatreia’라고 부르고 있다(405a).5) 그러나 
이는 환자의 입원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니므로 병원으로 보기는 어
렵다. ‘병원’에 가장 근접한 단어는 ‘nosocomium’이다. 그러나 이 단
어는 원래 그리스어에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라 6세기에 편찬된 유
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여타 구빈기관들을 
지칭하는 용어들(xenodochium, orphanotrophium, ptochotrophium 
등)과 함께 언급된다.6) 이들 구빈기관들은 모두 교회가 운영한 것
으로 비록 그리스어로 표기되긴 했으나 원래 그리스 사회에 존재했
던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의 공인 이후에 동로마 제국
에서 만들어진 기관을 지칭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이다. 
‘nosocomium’의 어원은 ‘질병’을 의미하는 ‘nosos’이다. 원래 ‘nosos’
에서 유래하는 단어는 세 개로 ‘nosokomos’(환자를 돌보는 사람), 
‘nosokomia’(환자에 한 돌봄), ‘nosokomein’(환자를 돌보다) 등이
다.7) 즉 ‘nosos’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나 돌보는 행위 등에 해 사용
되지만 환자가 돌봄을 받는 장소에 한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기

5) Plato/박종현 역(1997), 228쪽. 박종현은 ‘iatreia’를 ‘의원(醫院)’으로 번역하고 있다.
6) 남성현, ｢초기 비잔틴 시 (4-7세기)의 기독교적 빈민보호시설의 발전과 병원의 

탄생｣, 의사학 24(1), 2015, 224쪽.
7) Lombard, Vandevalle(2007),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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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의 공인 이후에야 구빈기관의 명칭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병원(hospital)의 직접적 어원은 그리스어가 아닌 라틴어에서 기

원한다. 즉 라틴어의 ‘hospitalitas(환 , 손님접 )’, ‘hospes(손님, 
나그네)’, ‘hospitium(숙박소, 피난처)’ 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손님이나 나그네, 혹은 그들에 한 환 , 혹은 그들이 
묵는 장소 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환자의 수용시설이란 의미를 찾
아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숙박시설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인 ‘호텔
(hotel)’에 그 원래의 의미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수
의 의견이지만 ‘hospital’이 ‘opitulari(도와주다, 구원하다)’에서 유래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8)

프랑스에서는 중세 이래 한 도시를 표하는 병원을 ‘Hôtel-Dieu’
라고 불렀다. 파리나 리용 등 도시뿐 아니라9) 지방의 작은 도시
들에는 지금도 이런 이름의 병원이 남아 있다. 사실 병원의 이름이
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Hôtel-Dieu’가 곧 ‘병원(hôpital)’의 동의어
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신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Hôtel-Dieu’는 이 시설의 종교적 기원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어에서 ‘hôtel’은 숙박시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공건
물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Hôtel de ville’은 시청, ‘Hôtel de police’
는 경찰서를 의미한다. 

근  이전의 병원은 빈민, 부랑자,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잡거하
는 시설이었으므로 그 자체가 질병과 범죄 등 온갖 해악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병원에 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었다. ‘병원(hôpital)’이란 용어가 가지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
를 피하기 위해 18세기 말에 일시적으로 ‘hospice’란 용어를 신 
사용하기도 했다. 원래 ‘hospice’는 성직자들의 피난처란 의미를 가
8) Boisseau(1888), p.275.
9) 파리의 경우 시내 한 가운데인 노트르담 사원 바로 옆에 이 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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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말이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병원(hôpital)’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와 동일시되었다. 이후 ‘hospice’는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들을 받아들이는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0) 

3. 병원의 의료화
고 사회에도 근 적 의미의 병원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병원의 

기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19세기 초반에 활발
하게 이루어진다. 이 주제를 다룬 당시에 출간된 책의 제목을 몇 가
지 나열하면 고 병원론(1780), 병원 설립의 동기와 기원(1813), 
고 인에게는 환자를 위한 공공시설이 있었는가(1813), 고 인
들이 사용한 공적 부조(1814), 그 기원과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병원(1853) 등이다.11) 이 책들이 출간된 19세기 초는 근 적 병
원이 첫걸음을 떼고 발전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근 병원의 태동기
에 나타난 자신의 기원에 한 다소 유난스러운 관심은 근 병원의 
계보를 과거와 연결시킴으로써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
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근 적 병원이 과거와 
단절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일지도 모른다. 물론 ‘병원’이라는 용
어의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19세기의 병원은 이전 시 의 병원과는 
개념적으로 단절된다. 

이러한 단절을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는 병원의 의료화이다.12) 병
10) Delorme(1824), pp.206-225.
11) Boisseau(1888), p.273.
12) 이 주제를 다룬 표적인 연구는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La Naissance de la 

clinique)이다. 여기서 ‘clinique’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등장한 파리 임
상의학파의 의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전의 구빈기관으로서의 병원이 아니
라 의료화된 병원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로 볼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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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의료화는 병원의 부차적 기능이었던 의료가 병원의 핵심적 기
능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이는 근 의 병원이 이전의 병원과 가
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으로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종교적 시설에서 세속적 시설로의 전환, 두 번째는 
구빈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의 이용
자가 빈민에서 시민 일반으로 확 되는 전환이다. 다만 이러한 구분
은 사태의 양상을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이들은 분
리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1) 구빈에서 치료로
근  이전 병원이 어떤 성격의 기관이었는가는 18세기 중엽에 출

판된 디드로의 백과전서(1766)에 실린 ‘병원(hôpital)’ 항목에 
한 아래와 같은 설명에 잘 나타난다.

과거에 ‘병원(hôpital)’이란 말은 여관(hôtellerie)을 의미했을 뿐으로 
병원은 낯선 여행자들이 무료숙박의 도움을 받는 공공시설이었다. 오늘
날 이러한 집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병원은 모든 종류의 
가난한 자들이 피신하는 장소이며 이들은 거기에서 생명유지에 긴급한 
필수품들을 충분히든 아니든 공급받는다.13) 

‘과거’이건 아니면 백과전서가 출판된 18세기 중엽이건 우리는 
병원에 한 설명에 의학적 치료에 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만 이 저작을 단순히 병원의 의료화 과정을 다룬 역사적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소위 파리 임상의학의 탄생과 연결된 지
점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이다. 푸코는 이 저작에서 자신의 중요한 주제였던 지
식과 권력의 문제를 프랑스 혁명이라는 변혁기를 전후하여 일어난 의학을 통
해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 Diderot(1766),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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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병원은 구빈시설의 일반명칭이었지 결코 의료를 위한 전문기관은 아
니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의 개념, 즉 의료
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의 병원은 19세기의 발명품이
다. 중세 이후 병원이 환자와 빈민을 특별한 구별 없이 수용하여 돌
봐주던 병원이 오직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로 전문화된 과정을 
우리는 병원의 의료화라고 부른다. 병원이 순수한 의료기관으로 전
환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며, 이
후 19세기에 들어 이러한 움직임은 뚜렷해진다. 병원의 의료화 과정
에서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의 성
격에 한 논란과 그에 따라 병원 제도의 개혁에 한 다양한 논의
는 혁명 이전부터 혁명기를 거치며 18세기 내내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1772년에서 1788년 사이에 200개 이상의 병원개혁안이 제시되
었고, 그에 따라 제안된 병원 건축안도 50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병원 개혁의 필요성이 이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이유는 무
엇인가? 

먼저 그것은 병원이 사회적으로 ‘문제적 시설’로 인식되었기 때문
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19세기 이전의 병원은 순수
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혁명 직전 프랑스에는 약 이천 개가 넘는 
병원이 있었다.14) 이들은 모두 병원이란 명칭으로 불렸지만, 법률적 
지위와 성격이 상이하였다. 병원에는 환자만이 아니라 빈민과 부랑
인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거기에 더해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산모, 특히 미혼모와 그들이 낳고 포기한 아이들을 고
아 아닌 고아로 키우는 시설이자 병든 죄수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도 했다. 요컨  병원은 지극히 다양한 성격의 기관을 지칭하는 용
14) Riquier, “Avant-Propos”, Mémoires sur les hôpitaux de Paris by Tenon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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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사회 최하층민들의 집합소와 같은 병원의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전염병 유행 시에는 그 진원지로 지
목되기가 일쑤였다. 

18세기 병원의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당시 자료를 통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시기 프랑스 병원의 상황
을 알려주는 자료는 적지 않다. 그렇지만 외과의사 자크 트농
(Jacques Tenon, 1724-1816)의 보고서 파리의 병원들에 한 논
고(Mémoires sur les hôpitaux de Paris)(1788)만큼 혁명 전야 파
리 병원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소상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
다. 이 보고서는 혁명 직전 파리의 병원이 가진 다양한 성격들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 따르면 당시 파리에는 모두 48개의 병원이 있었
다. 이 가운데 22개가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으며, 6개는 환자
와 건강한 사람이 함께 수용된 시설, 20개는 건강한 사람이 수용된 
시설이었다. 당시 파리의 병원 시설에서 하루에 돌봄을 받는 사람의 
종류를 보면 환자가 6,236명, 건강한 빈민 14,105명, 유기된 아이 
15,000명 등 모두 35,341명이었다.15) 여기서 환자보다는 환자가 아
닌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고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 중 정작 환자
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자 
치료가 병원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 구빈이나 유기된 아이들을 돌보
는 일이 당시 병원의 더욱 주된 기능이었음이 나타난다. 

17세기까지 환자에 한 집단적 관리는 의료 문제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 한 공적ㆍ종교적 부조의 틀에서 이루어졌
다. 병원은 이러한 부조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기관이었던 것이다. 
병원이 제공하는 공적 부조의 내용은 빈민에 한 음식과 의복 제
공,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일과 그들에 한 기초적 교육, 포교활동, 
15) Tenon(1788), Préface, Mémoires sur les hôpitaux de Paris, p.xiv, L’Imprimerie 

de Ph.-D. Pier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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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의 개설과 운영,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랑자나 거지에 한 감시와 수용 등이었다. 물론 여기에
는 의료의 제공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병원이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부조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16) 이는 위에서 제시한 통계
에서도 드러난다.

병원이 구빈 시설에서 치료 시설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
는 중요한 변화는 의료인의 역할 증 이다. 중세의 병원에서도 의료
인이 치료를 담당했다. 다만 병원 전체로 볼 때 그 역할이 미미했을 
따름이었다. 앞서 언급한 트농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외과의사)가 1명 있었고, 그밖에 붕 를 감거나 사혈 등의 외
과적 처치를 돕는 인력들이 있었다. 내과의사는 주기적으로 방문하
여 환자를 볼 뿐이고 병원에 상주하지는 않았다. 복약은 병원에 상
주하는 약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약 90
명의 외과 수련생이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병원의 의료
화 과정은 의학 교육에서 병원이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도 나타났다. 병원이 의학 교육의 핵심적 장이 된 것이다. 이는 프
랑스 혁명 이후 의료인의 수련제도인 인턴 제도가 프랑스의 병원에
서 시작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17)

2) 교회에서 세속정부로

16) Foucault(1976), La politique de la santé, Les Machine A Guerir (aux 
origines de l’hôpital moderne), Institut de L’Environment, pp.12-13.

17) 인턴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이 참고된다. Fossard(1981), Histoire 
Polymorphe de L’Internat en Médecine et Chirurgie des Hôpitaux et 
Hospices Civils de Paris, C. P. B. F. Gren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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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기원에 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18) 병원이 기독교 
세계에서 탄생한 제도라는 사실에 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혹 병
원의 기원을 기독교 세계가 아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찾는 경
우라 할지라도,19) 그것이 본질적으로 종교적 시설임을 인정하는 점
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적 시설로서 병원은 고 , 혹은 고  
후기에 시작되어 중세를 거치며 근 에까지 지속되었다. 종교적 시
설인 병원이 세속적 시설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프랑스 혁
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타파의 상으로 삼은 주요한 구체제는 왕
정, 교회, 그리고 학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교회의 소유였던 많
은 시설들이 공화국의 공공시설로 전환되었다. 그 표적인 것이 병
원이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종교적인 시설이었지
만, 혁명 이후 병원의 운영권은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갔다. 그뿐 아
니라 수도원과 같은 교회 소유의 시설이 병원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병원의 ‘세속화(laïcisation)’ 과정을 파리의 
표적인 병원인 오텔 디유(Hôtel Dieu)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실 각 병원마다 병원의 운영 주체나 이들의 구체적인 운영 양태는 
동일하지 않다.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본다면 프랑스 국왕이 궁정 
사제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 혹은 교회나 수도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또는 지방 정부(예를 들어 파리나 리옹 시 등)가 운영하는 형
태 등이다. 그리고 동일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운영의 
주체나 방식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일반화해
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든 병원 운영진이나 환자를 돌보는 인력에서 종교 인력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절 적이라는 점이다. 혁명 직전 오텔 디유 운영을 책
18) 이 논란들은 개 무엇을 병원의 시초로 볼 것인가에 한 것이다. 
19) 여인석(2017),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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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는 일종의 이사회는 파리 주교와 정부의 고위 관료로 구성되
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은 모두 476명이었다. 병
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활동(미사, 찬양, 고해성사 
등)을 위한 인력이 38명, 환자를 직접 돌보는 수녀(90명)와 수습 
수녀(12명)가 102명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 중 약 1/3에 
해당되었다.20)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병원은 프랑스 
혁명 이후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21) 이와 아울러 수도회 소속의 인
력들을 병원에서 추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수도회
는 더 이상 병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이 마련되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수녀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업무를 
계속할 수는 있었으나, 수녀복 착용의 금지 조건 하에서였다.22) 그
밖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병원에서 수도회 소속의 수녀들은 배제되
고 그 자리를 일반인이 신하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에 한 
종교적인 사명감과 그에 한 교육을 받은 수녀들과는 달리 이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전지식이나 준비 없이 투입되어 여러 가
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한 
강한 반감 속에 진행된 혁명의 과정에서 병원의 탈종교화와 세속화
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병원은 종교적 기구에서 국가의 기구로 운
영의 주체가 바뀐다. 그리고 운영 주체의 전환과 함께 병원 기능에
도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즉 병원이 구빈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바
뀌게 된 것이다. 이른바 ‘병원의 의료화’이다. 병원의 의료화는 국가
권력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는 병원의 의

20) Tenon(1788), p.302.
21) Rochaix(1959), p.73.
22) Rochaix(1959),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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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화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우선 과거의 병원은 단순히 병든 사람
을 치료하고 돌보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은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다수 수용
하고 돌보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의 수는 환자의 수를 능가했다. 그
런데 구빈을 이유로 노동력이 있는 이들이 병원에서 무위도식하도록 
두는 것에 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프랑스 혁명기의 표적 의료개혁가 피에르 카바니스(Pierre Jean 
Georges Cabanis, 1757-1808)가 병원에 관해 쓴 글은 당  사람
들이 어떤 점에서 병원에 해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준다.

병원은 아마도 본성상 해로운(vicieux) 시설이다. 그러나 병원은 현 
사회의 상태에서는 절 적으로 필요하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병원의 필요성에 반 한다. 병원은 환자를 구한다는 목적을 조금도 
성취하지 못한다. 성취하더라도 지극히 야만적인 방식으로 성취한다. 병
원은 모든 질병을 악화시킨다. 병원은 많은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낸다. 
병원은 도시에 전염병을 퍼트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오염된 공기
의 저장고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하층민의 근면 정신을 파괴하고 그들
의 게으름을 조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병원의 해로운 영향
에 의해 빈민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한다.23)  
  

병원에 한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급기야 병원을 없애는 편이 
낫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한 표
적 인물은 몽테스키외(Charles-Louis Montesquieu, 1689-1755)였
다. 그는 빈민에 한 구료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병원과 같이 상시
적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주로 경제
23) Cabanis(1803), p.170.



병원의 의료화와 의료의 병원화 45

적인 것이었다. 그는 영국의 헨리 8세가 수도사를 없앰으로써 상류
층 가운데 수도원을 오가며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고, 병
원을 없애 하류층 가운데 병원에 기 어 먹고사는 사람이 없도록 함
으로써 영국에서 상업과 산업의 정신이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24)

자본주의의 발전 도상에서 무위도식하는 자들의 존재는 사회적으
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병원은 이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적 장치였던 것이다. 병원의 의료화는 한편으로는 환자만을 남
기고 이전에 병원이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병원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들을 사회에 유용한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병원을 오로지 환자를 위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
에서 병원의 의료화라고 한다면, 이와 함께 적극적 의미의 의료화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는 이전에 병원을 통해 빈민의 건강에만 
맞추어진 사회적 관심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것을 말한다. 병원은 병원 내의 의료화만이 아니라 사회 전
체의 의료화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다소 역설적이다. 처음 사회의 의료화가 제기
된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전체에 한 건강 증진의 필요성과 
사회적 차원의 집단적인 위생 관리와 같은 배경 하에서이다.25) 

18세기 후반 병원에 한 다양한 논의의 과정에서 규모 인원의 
수용을 전제로 한 병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장
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에 한 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신 환
자를 집에서 돌보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염병 환자의 경우는 별
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환자를 집에서 돌보면 병원과 같은 형 시
설이 불필요하고 병원에서 무위도식하는 이들이 사라지므로 경제적
24) Montesquieu(1979), p.135.
25) Foucault(197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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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이 임시적 병원의 역
할을 수행토록 하고,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외래에서 진료만 하는 진료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의 소멸을 전제로 한 이러한 방안
들은 실현되지 않고 병원을 통한 의료화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26) 다만 기존의 병원 형태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
우므로 병원 공간도 수용에서가 아니라 의학적 치료에 적합한 형태
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3) 빈민에서 시민으로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는 유토피아(1516)에

서 그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의 병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환자들은 공공병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각 도시마다 네 개의 병원이 
있는데, 전부 시 성벽 바로 바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작
은 마을로 보일 만큼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병원을 그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자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번잡하고 비좁
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최

한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은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환자의 간
호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세심한 간호를 받습니다. 이곳에는 능숙한 의사들이 항시 준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이곳에 보내지는 법은 없지
만,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집에 있기보다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27) 
모어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u) 장소(topos)’라는 의미를 

26) Foucault(1976) p.20.
27) More/주경철 역(2017),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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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즉 그의 이상사회는 이미 현실사회와의 개념적 단절을 전제
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그리는 이상사회의 병원 역시 현
실사회의 병원과 개념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토
피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 영역의 축소와 공적 영역의 확 이다. 
그 단적인 표현으로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화폐와 사유 재산의 폐지
를 주장하고 있다.28) 그리고 유토피아의 모든 주민들은 일정한 단위
로 모여 공동식사를 한다. 모어는 이 공동식사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에서 인용한 병원에 한 언급도 공동식사의 자
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 즉 병자들의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
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유토피아의 병원이 당시 사회
의 병원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집에 있기보다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려” 한
다는 점이다. 이는 병원이 특정 부류의 사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픈 사람 모두를 위한 시설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병원에 한 이러
한 규정이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당시의 병원이 그렇지 않았
기 때문이다. 병원의 기원에 한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원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오갈 데 없는 떠돌
이를 위한 구빈시설이자 그들을 위한 집단적 수용시설이었다. 병원
은 곧 빈민의 시설이란 인식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병원이 구빈시
설에서 의료시설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병원의 주된 이용자
는 중산층이 아니라 하층민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병원
이 빈민이 아닌 시민 일반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다. 조지 오웰은 1929년 파리의 병원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 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죽는가”란 에세이를 썼
다.29) 여기에 따르면 20세기 초반까지도 병원은 집에서 죽을 수 없
28) More/주경철 역(2017),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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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전의 모든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병원이라는 곳이 거
의 낡은 성과 같은 교도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병원은 죽음에 이르는 일종의 기실과 같이 더러움, 고문, 죽음이 
연상되는 장소였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병 치료를 위해 그런 장소에
는 절  가지 않았다.30)

병원이 빈민을 위한 시설이었던 반면 중간 이상 계층의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 의사가 집을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
다. 현재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왕진이 보다 역사가 오
래고 보편적인 진료의 형태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나
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지만”
이란 구절은 적어도 기원전 5세기 이래 왕진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하는 일반적인 형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4. 의료의 병원화
시기적으로 볼 때 병원의 의료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과정이 심

화됨에 따라 의료의 병원화가 추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병원이 18세기 후반 ‘치료기계(machine à guérir)’31)로 변모하
는 순간, 즉 병원의 의료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의료의 병원화 역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의료의 병원화는 

29) Orwell/박경서 역(2013), 45-62쪽.
30) Orwell/박경서 역(2013), 58쪽.
31) 이는 트농의 표현이다. François(1978), p.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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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로 
그것은 과거 병원의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나 주변인 등 사회의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에 비되어, 그 이용자가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

되는 현상과 맞물린다. 이는 인구 전체의 건강이 국가권력의 관심 
상으로 떠오르며 일어난 변화이다.32) 이 과정에서 병원은 인구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장치로 등장했다. 
두 번째로 개인 생애의 주기 전체가 병원에 포획되는 현상이다. 

인간의 생애주기를 흔히 생로병사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가운데 의
학의 상은 전통적으로 ‘병’이었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이 환자가 되
었을 때만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질병 이외의 중
요한 계기들, 즉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은 의학의 상이 아니라 일
상적 문화, 혹은 종교가 관할하는 영역이었다. 과거 집에서 이루어
지던 정상적인 출산도 의학의 영역이 되었다. 출산을 병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며, 집을 포함해 그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극히 예외적 상황으로 여겨진다. 노년 또한 병원에 포획되어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
계의 고령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었다. 그 결과 요양병
원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 되어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다. 과거 병원에서 치료를 받
더라도 임종은 집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환자나 가족들도 그것
을 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병원에서 맞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적 특성이기는 하
지만, 장례 절차마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상에 열거한 현상들을 단순히 ‘의료화’라는 개념만으로 표현하
기는 부족하다. 이들이 모두 병원이라는 구체적 사회적 장치를 통해 
32) Foucault(197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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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병원화’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물론 
병원이 의료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료화’란 개념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상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
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병원화’가 더욱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이는 달리 보면 모든 의료가 병원으로 수렴되는 현상, 즉 의료의 병
원화로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현상을 철학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면 이는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의 경계 흐리기로 볼 수 있다. 
캉길렘에 따르면 “의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정상의 확립과 회복의 기
술”이다.33) 다시 말해 의학은 정상과 병리의 경계선상에서 작동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의학은 병리적인 것의 영역에 속하는 개체의 
상태를 정상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체에 개입하는 
활동이다. 문제는 이들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
계선의 상 성과 절 성에 해 캉길렘은 아래와 같이 분명히 말하
고 있다. 

규범과 정상적인 것을 개체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 
만약 여기서는 정상적인 것이 저기서는 병리적인 것일 수 있다면, 정상
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사이에 경계는 없다는 결론은 매력적이다.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 각 개체에 따라 상 적임이 규칙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는 옳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개체에게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
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 절 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
인이 병에 걸렸다고 느끼고 병들었다고 말하고, 환자로서 행동하기 시작
할 때, 이 개인은 다른 세계로 진입한 것이며 따라서 다른 인간이 된 것
이다. 정상적인 것의 상 성은 절 로 의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것과 병
리적인 것 사이의 구별을 무효화시키는 혼동 속에 빠지도록 장려하는 

33) Canguilhem/여인석 역(2018), 46쪽.



병원의 의료화와 의료의 병원화 51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34)

이 글에서 캉길렘은 정상적인 것에는 절 적 기준이 없고 개체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상 적이지만, 동일한 개체에서 정상적 상태
와 병리적 상태는 상 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위의 두 차원
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정상과 병리 사이의 경계 흐리기
는 캉길렘이 말하는 경계 흐리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아
예 그 경계 자체를 무시하는 것, 달리 말하면 그 경계의 존재 여부
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이 주제와 관련해 현재 의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강
(enhancement)’ 의료이다.35) 표적으로 미용성형이나 운동경기에
서 기록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 등에서 볼 수 있는 의료적 개입행위
이다.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 의료가 목표로 삼았던 역할, 즉 병리적
인 것을 정상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정상을 
더욱 정상으로(hyper-normal)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료이다. 
상 적이건 절 적이건 정상과 병리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의 
출현이다. 

여기서 의료적 개입의 근거는 나의 몸 상태가 평소 ‘정상적 상태’
와는 다르다는 환자의 주관적 느낌도 아니고, 특정 검사의 결과수치
가 정상범위를 넘어섰다는 객관적 기준도 아니다. 그것은 정상과 병
리의 경계선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혹은 낙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
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동기와 압력에 의해 추동되는 의료이다. 그
것은 또한 인구 전체가 병원의 이용자로 포섭되었을 때, 우리의 전 
생애주기가 병원에 포획되었을 때 작동했던 압력과 같은 종류의 것
이다. 이러한 압력은 사회적ㆍ정치적 성격을 띤다. 그런데 이러한 

34) Canguilhem(1989b), p.165.
35) Bloodworth(2017),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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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ㆍ정치적 성격의 동기가 의학의 전통적인 개념적 규정을 흔들
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역설적이게도 현 의료
를 탄생시켰던 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통해 근 적 병원이 

탄생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병원이 의료화를 통해 이
전의 병원과 개념적으로 단절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의료화를 통해 
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빈민들의 이용시설이라는 
이전 시기의 이미지는 상당 기간 잔존했다. 병원이 시민들이 이용하
는 보편적 시설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의료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이용하는 보편
적 시설이 된 병원은 이제 의료의 전 영역을 점차 병원 안으로 끌어
들이는 의료의 병원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병원을 떠난 의료를 상상
하기 어렵게 된 현재의 상황이 이미 의료의 병원화가 얼마나 깊숙이 
진행되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의료의 병원화는 단순히 의료 내
부의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의료화 되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흔히 생로
병사로 표현되는 삶의 주요 과정들이 이제는 모두 병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종교가 생로병사라는 삶의 중요한 모
멘트에 개입했다면, 이제는 의료와 병원이 그 역할을 신하고 있
다. 의료화를 통한 근 병원의 탄생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인류사의 
큰 전환기에 일어났다. 그것은 근 병원의 탄생이 의학 내부의 동력
보다는 사회정치적 요청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준다. 그런 의
미에서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의료의 병원화나 그와 동반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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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삶의 병원화 현상 역시 보다 큰 사회적 변동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동 속에 처한 우리의 삶과 의학의 본
질, 병원에 해 철학적 고민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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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ization of Hospital and       

Hospitalization of Medicine                     

 – Conceptual Turn of Hospital and Modern Medicine 

Hospital is a social institution which was designed for treating patients. 

Social institutions for caring the sick could be found almost every part 

of the world throughout the ages. However, ‘the hospital in the modern 

sense’ is an unique invention. The emergence of hospital became possible 

through the conceptual turn of the traditional institutions for caring the 

sick. Its process can be summarized as ‘Medicalization of Hospital.’ 

Initially, medical care was not an essential part of hospitals. Hospitals 

were the institutions for general help for the poor including the sick. The 

main focus of the service was to provide them with the basic necessaries 

such as food and bedding. The conceptual turn of hospital could take 

place when medical service became the essential part of the hospitals 

around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medicalization of hospitals could 

be carried out by the following changes in three aspects. Firstly, the 

change of function: from caring for poor to caring for the sick. 

Secondly, the change of the running subject: from the churches to the 

laic government. Lastly, the change of the users: from the poor to the 

civilians. After the medicalization of the hospitals, the new 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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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is taking place: hospitalization of the medicine. All the medical 

activities are centralized around the hospitals and every important moment 

of human life cycle is captured in the hospitals. These conceptual change 

of hospitals makes hospitals a unique invention in history.

Key Words: Hospital, Philosophy, Medicalization of Hospital, 

Hospitalization of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