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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山 金斗鍾 선생의 생애와 학문*

여 인 석**

서 론

김두종 선생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의사학의 효시이자 태두로 선생이 우리나라에 학문으

로서 의사학을 정초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사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학사 연구를 발전시키는

일은 김두종 선생의 업적을 어떻게 계승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생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정확히 검

토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두종 선생의 韓國醫學史 는 한국의학사 연구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고, 의학사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이루어진 국학 전반의 연구성과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

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문적 업적은 단순히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에

그쳐서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선생의 학문적 업적이 창조적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도

그에 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생의 생애와 학문적 여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하면서 선생이 이

룩한 학문적 성과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생 애

1) 의사가 되기까지

일산 김두종(一山 金斗鍾) 선생은 1896년 3월 2일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원면(漆原面) 남

구리(南龜里)에서 구천 김성직(龜川 金性稷) 선생의 2남으로 출생하였다.1) 선생은 어려서는 향리

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14세가 되던 1909년 1월, 순종이 남쪽 지방을 순례하는 것을 계기

로 향리의 유림들 사이에서 황제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었으니 자신들도 개화의 대세를 받아들

여 마을 서당을 폐쇄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깎고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 덕분에

선생은 14세의 나이에 칠원보통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17세가 되던 1913년에 이 학

교를 졸업하였다.2) 선생의 회고처럼 중학교를 들어갈 나이도 지난 때에 비로소 보통학교에 들어

간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만학의 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결국 선생의 평생의 과업인

의학사 연구도 마흔이 지난 나이에 시작하게 되었다. 선생은 이러한 만학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지

만, 만학이었기 때문에 후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한편 선생은 보통학교에 다니면서도 가친의 엄명에 의해 집에서는 전에 서당에서 배웠던 사서

(四書)와 시경(詩經) 등을 계속해서 공부해, 장차 선생이 동양의학사를 비롯하여 한국의학사 관련

자료들을 읽는 데 필요한 한문 실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선생의 말처럼 과도기에 태어나

* 이 논문은 1998년도 大韓醫史學會 봄철 학술대회(1998. 5. 7)에서 발표된 것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 一山 金斗鍾 博士 稀壽紀念論文集. 서울 : 탐구당, 1966 : 1

2) 김두종. 나의 학술생활 회고록. 대한민국 학술원.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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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상경하여 1913년(혹은 1912년) 4월에 휘문의숙에 입학하였

다.3) 선생은 1916년 3월에 휘문의숙을 졸업한 후 1918년 4월에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경의전에 입학한 이듬해인 1919년에 삼일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김두종 선생은 당시 경의전 선배

인 한위건(韓偉健)으로부터 1학년 학생들 중 파고다 공원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일과 3월 1일 이른 아침에 독립선언문을 지정된 구역에 배포하는 일을 부여받아 행하고, 3·1 독

립선언문 선포 이후에 있었던 시가행진에도 참가하였다. 김두종 선생은 이처럼 삼일운동에 참가

한 것을 이유로 1학년을 마친 후 경의전에서 퇴학당하였다.

그러나 삼일운동 이후 일본의 통치방침이 강압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본 경찰

이 퇴학당한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지는 않

았다. 그래서 경의전에서 퇴학당한 1919년 가을 김두종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이듬해인

1920년 교토부립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의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4) 교토에서 선생은 같

은 유학생이었던 이태규(李泰圭), 윤일선(尹日善), 최현배 등과 교분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밤마다

나라잃은 설움을 술로 달래었다.5) 1924년에 4년간의 학업을 마친 후 동 대학부속병원 내과의 부

수(副手)로 1년간 근무하였다. 그 후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개성에 있는 생약연구소 등에 자리를

알아 보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1925년 교수의 주선으로 중국 북경으로 가서 일본인들이 운

영하는 병원에서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

2) 중국에서의 활동과 의사학 연구의 시작

당시 중국 북경에서는 상해임시정부의 행동대라 할 수 있는 ‘의열단’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

고 있었다. 특히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金元鳳)은 선생의 고향인 함안과 바로 이웃한 밀양 출신

으로 젊었을 때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6) 일본측은 의열단이 항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국제법상 북경에서는 중국 측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나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그러던 중 상해임시정부와 비밀연락을 취하던 의열단원이 천진(天津)에 있는 일본영사관 경찰

원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에 대한 경계와 함께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김두종 선생은 봉천(奉天)에 있는 만주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래 만주의과대학

은 남만철도회사(南滿鐵道會社)가 일본의 대학령에 의거해 설립한 의과대학으로 김두종 선생은

이 대학부속병원에서 1926년 4월부터 1928년 3월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남만철도회사에서 북

만주인 하얼빈에 철도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책임자로 만주의대 내과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당시 내과에 근무하던 김두종 선생도 그를 따라 하얼빈 병원으로 가서 근무하게 되었다. 하

얼빈 병원에서는 1928년 4월부터 1931년 9월까지 근무하였고 병원을 사직한 후 하얼빈에서 제세

의원(濟世醫院)을 열어 약 7년간 개원의 생활을 하였다.

중국인 거리에서 개원을 하여 주로 중국인들을 치료하며 순탄한 개원의 생활을 보내던 김두종

선생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의 재력이 생겼다. 이에 자신의 여생을 동양의학사 연구에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병원과 병원집기들을 모두 처분한 후 1938년에 다시 봉천의 만주의과대학 동아의학연구소에서 연

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43세였다. 선생이 안정된 개원의 생활을 버리고 43세라

3) 선생의 희수기념논문집에 실린 연표에는 1912년에 휘문의숙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학

술원에서 간행한 나의 학술연구생활 회고록 과 광장 1987년 4월호에 실린 대담에서는 모

두 선생 자신이 1913년에 휘문의숙에 입학했다고 말하고 있다.

4) 5000년 한국의학의 뿌리를 밝히기까지. 광장 1987년 4월호 235쪽

5)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47. 여기에 실린 대담은 원래 月刊中央 1978년 신년호 별

책부록에 실린 것이다.

6)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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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늦은 나이에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던 의학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선생이 개원의 생활을 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그 생활 자체에 대해 별

다른 취미를 느끼지 못했다. 더구나 왕진을 가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은 진료만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니기까지 하였다.7) 의사로서 임상의 생활에 흥미가 없으면 기초의학을 하는 길이 있으

나 선생은 만학으로 공부를 시작한 데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개원의 생활까지 한 터라 새롭게

실험실에서 자연과학에 바탕을 둔 기초의학을 연구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기초의학분야를 생각한 끝에 의학사를 연구하기로 결심을 굳혔던

것 같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선생이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의학사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선생은 중학시절부터 최남선과 교분이 있었고, 최남선의 광문회에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8)

선생이 연구생활을 시작한 동아의학연구소는 중국의 역대 고의서(古醫書)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3만여 권에 이르는 전문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동양의학사의 연구와 함께 중

국의 한의서들을 수집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김두종 선생은 자신의 연구 이외에

중국의 고의서를 수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당시 이 연구소는 특별 회계로 운영되어 필요한 책

은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살 수 있었다. 김두종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천원이면 열댓칸짜리

집을 살 수 있을 때에 2, 3천원 하는 책도 거뜬히 사 줄 정도로 이 연구소는 풍부한 재력을 바탕

으로 중국의 고의서들을 수집하였던 것이다. 이때 수집된 책들은 전쟁이 끝난 후 모두 북경의 의

학연구소로 보내어져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

선생은 이처럼 중국의 고의서를 수집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중국고판본(中國古版本)들을 감식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 틈틈이 중국 서지학에 관한 공부도 하였다. 김두종 선생은 이때

공부한 것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의 고서에 대한 서지학 연구에도 일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다.

김두종 선생의 의학사 연구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째

시기는 만주의과대학 동아의학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시기로 이때에는 당시 동아의학연구소에 소장

되어 있던 방대한 한의서들을 활용하여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정을 서양의학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귀국 후 한국의학사 연구에 매진한 시기였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김두종 선생은 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중국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월남 등지에서 실용해 온 한의학의 발전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

라 현대의학적 지식에 의거해 검토하고 비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의

서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그 지식의 발전과정을 검토해 가면서 현대의학적 지식의 역사적 발전과

비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선생은 한의학의 해부학적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생리

학, 병리학 등의 순서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시킬 예정이었다. 먼저 학위논문으로는 한방의학의

해부학적 연구 를 제출하여 1945년 6월에 만주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토대로 한의학의 골학(骨學) 및 내장학(內臟學)의 저술에 착수하여 漢方醫骨學 이라는

책을 완성하였다. 골학에 이어 한의학의 내장학인 오장육부의 위치와 형상 및 무게 등과 한의학

의 내장도설(內臟圖說)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이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무렵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50세였다.9)

제2차 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결말이 나자 일본이 운영하고 있던 만주의과대학은 러시아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무렵 김두종 선생이 앞서 완성한 저서 漢方醫骨學 이 인쇄중이었는데

인쇄소가 있던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그 지역 내에 있던 모든 공장 기계시설을 분해하여 러

시아로 가져가는 와중에 이 저서의 원고가 분실되었다. 김두종 선생은 나중에 이 내용을 간단히

7)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48

8) 5000년 한국의학의 뿌리를 밝히기까지. 광장 1987년 4월호 239쪽

9) 나의 걸어온 길. 10-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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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려서 일본에서 발표하였다.10) 이 책 이외에 김두종 선생은 만주에 있는 동안 滿鮮日報 에 日

本으로 건너갔던 新羅·百濟 醫師들 , 東邦文化交涉史上으로 본 東醫寶鑑 등과 같은 단편적인

글도 발표한 바 있다.11)

만주의대가 러시아군에게 이관되면서 거기서 근무하던 모든 교직원은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년 동안 그 직장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다만 한국인인 김두종 선생은

자신이 보던 일을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한 후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으나 이 과정이 지

체되어 광복이 되던 해에는 귀국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46년 2월에 귀국하였다. 당시 선생은 먼

저 가족을 서울로 보낸 상태에서 혼자 만주에 있었는데, 광복 후 어지러운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

의 안위가 걱정되어 만주의대를 접수한 러시아인 도카젱코에게 부탁하여 잠시 서울에 다녀올 수

있었다.12) 선생은 서울에 와서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만주

의대로 가서 약속한 바대로 자신의 일을 정리한 다음에야 귀국하였다.

3) 귀국과 한국의학사 연구

귀국과 더불어 김두종 선생의 연구방향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김두종 선생은 만주의과대학의

동아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하던 한의서에 나타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내용을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국내에서는 동아의학연구소에서와 같이 많은 한의

서들을 참고할 수 없었고, 그나마 선생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한의서들도 귀국하는 과정에

서 많이 분실하여 만주에서와 같은 연구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

한 연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귀국 후 김두종 선생은 한국의학사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학사 와 같은 훌륭한 저서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귀국 후 김두종 선생은 朝鮮醫報 라는 일종의 종합의학잡지를 창간하여 발행인 겸 주간으로

활동하였다. 이 朝鮮醫報 는 원래 당시 문교부 의학교육과에서 발행하던 朝鮮醫事時報 를 인수

하여 지면을 늘리고 내용을 보강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 김두종 선생은 1946년 12월에 발간

된 창간호에 朝鮮醫藥의 鼻祖 라는 글을 실었고, 그외에도 東西各國의 醫史學에 關한 主要 文

獻 (1권 2호), 日本으로 건너갔던 三國時代醫學 (1권 3호), 醫道 (1권 5호) 등과 같이 의학사에

관련된 글을 朝鮮醫報 에 발표하였다. 김두종 선생은 1947년 2월부터 조선적십자사 보건부장에

임명되어 일하는 한편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이화의대에서 의학사 강의를 담당하였다. 당시 경성

대학에서는 윤일선 선생이 의학사를 강의하고 있었다. 1946년 12월에 발간된 朝鮮醫報 1권 1호

와 1947년 2월에 발간된 1권 3호에는 김두종 선생의 소속이 세브란스 의과대학(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선생이 세브란스의 정식 교원이어서가 아니

라 강의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13) 1947년 4월 30일에는 윤일선 선생

과 김두종 선생이 주축이 되어 대한의사학회를 창설하였다.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선생은 의사학

뿐 아니라 과학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사학회의 창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

7월 16일에 한국과학사학회가 창립되면서 선생이 초대 회장에 선출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선생은 이후에도 우리나라 과학사와 과학사학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14)

1947년 10월에 김두종 선생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새로 창설된 의사학교실을

맡게 되는데 당시에는 일본의 의과대학에도 의사학교실이 없을 때였다.15) 당시 의사학교실은 김

10) 이 글은 漢方醫學の 解剖學的 硏究 라는 제목으로 漢方の臨床 25권 9호에 실려 있다.

11) 김두종. 동서각국(獨, 英, 美, 中, 日, 우리나라)의 醫史學에 關한 主要 文獻. 조선의보 1947 ;

1(2) : 63

12)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도카젱코는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한국과학사

학회지 1988 ; 10(1) : 149)

13) 1946년과 1947년의 세브란스 의과대학 직원 명부에는 선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 林采源. 一山 金斗鍾 博士와 韓國科學史學會.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43- 144

15) 해방 후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사회적인 인식도, 실용성도 없는 의사학을 연구하는 교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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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 선생이 주임교수로, 최남선 선생의 아들인 최한인(崔漢因) 선생이 조교수로, 그리고 민남식

(閔南植) 선생이 강사로 있었다.16) 김두종 선생이 의사학교실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서울대학

교 이사회에서 김두종 선생에게 대학부속병원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왔다. 처음에 김두종 선생

은 자신이 임상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장직을 사양하였다. 당시 서울의대 내부는 좌우익의

사상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성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합친 과정에서 생겨난 양교 출신들 사이

의 갈등으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런 상태였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양교 출신자들의 분규나 파쟁

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양교 출신이 아니고 국외에서 오래 생활하여 국내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물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김두종 선생에게 병원장직을 요청한 것이었다. 김두종 선생은 6

개월간 임시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원장직을 수락했으나 1948년 5월 1일부터 1949년 11월 7일

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2대 서울의대 부속병원장으로 재직했다.17) 그리고 한국동란 중에는 전시

연합대학으로 서울대학교 서울분교장에 임명된 일도 있다.

김두종 선생은 휴전 다음 해인 1954년 그 동안의 한국의학사 연구성과들을 모아 고려시대까지

에 해당하는 韓國醫學史 (上中世編) 을 내었다. 그리고 1957년 4월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 초청으

로 미국에 가서 동 의과대학 의사학연구소에서 약 1년간 유학하고 유럽을 들러 다음 해 6월 귀국

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미국의사학회 회원과 프랑스의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18)

1950년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을 위해 노력

하던 어려운 시기였으나 김두종 선생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학문적인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 시기는 김두종 선생 개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1990년대에 의사학회의 재건과 더

불어 의사학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이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학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

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김두종 선생은 여러 편의 한국의학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1958

년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표적인 의사학 학술지 B ulletin of the H istory of M edicine(Vol.

XXXII No. 3)에 T ransm ission of K orean M edicine to J apan during the A g e of the T hree

K ing dom s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9) 또 한편으로 앞서 발간한 한국의학사 상중세

편 에 이어 조선시대 이후의 한국의학사를 저술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김두종 선생의 논문뿐만이 아니라 김두종 선생의 지도 하에 좋은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먼저 김두종 선생의 뒤를 이어 의사학교실을 맡았던 이영택 선생의 학위논

문 近世朝鮮의 法醫學的 裁判과 無寃錄에 關한 硏究 를 비롯한 논문들, 그리고 한승련 선생의

東醫寶鑑의 書誌學的 硏究 등의 논문이 이때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김두종 선생은 사회적으로 여러 비중 있는 직책을 맡았다. 먼저 1960년 7월

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가 교원의 정년이 일시적으로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는

바람에 이듬해인 1961년 9월에 정년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그 이후에 대한적십자사 부총

재, 대한의학협회장, 성균관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한편 평

생의 노작으로 남을 한국의학사 의 저술에도 힘을 써 1966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전시기의 의학

사를 다룬 한국의학사 와 그 자료집에 해당하는 한국의학문화대연표 를 간행하였다. 이때 선생

의 나이 71세였다.

선생의 한국의학사 연구는 이 두 책의 발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학문에 대한 선생의 정열은 식

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김두종 선생은 자신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을 맡는 한

조건으로 의사학 교실의 설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다만 김두종 선생이 의사학교실에 부임한 시점이 병원장을 맡은 시점보다 6개월이나 빨랐다

는 사실이 다소 의문으로 남는다.

1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978 : 189쪽

崔漢因 선생은 한국동란 당시 피난지 부산에서 타계했고, 불문학을 공부한 후 의학을 공부했

던 閔南植 선생도 동란 중에 세상을 떠났다.

17) 서울대학교 병원사. 1993 : 781쪽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978 : 190쪽

19) 이 논문은 선생이 존스 홉킨즈 대학에 머무를 때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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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77세가 되던 1973년에는 韓國古印刷技術史 를 출판하였다.20) 이 책은 하바드 연경학사

한국동아문화연구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성과로 이 책에서 선생은 서지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인쇄술이 걸어온 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21) 그런

데 이 책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므로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인쇄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대중적 성격의 책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쓴 책이 1980년에 삼성문화문고의 하나로 출

판된 韓國古印刷文化史 이다. 그리고 선생은 의학사 교과서의 집필에도 착수하여 동서양 의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룬 東西醫學史大綱 을 1979년에 펴냈다. 이 외에도 선생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의 집필자로서도 많은 원고를 쓰는 등 남들이 은퇴할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학문적 정열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폈다. 그러나 타고난 건강을 자랑하던 선생도 나이

는 어쩔 수가 없어 백수(白壽)를 누리지 못하고 1988년 5월 18일에 타계하였다.

학 문

1. 韓國醫學史 서술과 관점

김두종 선생의 한국의학사 연구 성과와 한국의학사를 바라보는 선생의 관점은 韓國醫學史 에

결집되어 나타난다. 韓國醫學史 는 한국인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한국의학통사이다. 물론 이 책

이전에도 한국인이 쓴 한국의학사에 관한 글들이 없지는 않았다. 일제 시대에는 최남선과 이능화

가 한국의학사에 관한 단편적인 글들을 남겼다. 또 홍이섭은 일제 시대에 한국과학사에 관해 발

표한 글들을 모아 해방 후에 최초의 한국과학통사인 조선과학사 를 펴냈는데, 이 책에서 그는

한국과학사의 일부분으로 한국의학사를 다룬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학사에 관한 본격적인 저술

은 김두종 선생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

김두종 선생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 그동안 이루어진 고려시대까지의 연구성과를 묶어 韓國

醫學史 (上中世編) 를 펴내었다. 그리고 1960년에는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을 주제로 한 소책자

한국의학 발전에 대한 구미 및 서남방 의학의 영향 을 펴내고, 1966년에 비로소 한국의학의 모

든 시기를 다룬 韓國醫學史 (全) 을 간행하였다. 韓國醫學史 는 물론 김두종 선생 자신의 노작

(勞作)임에 틀림없으나, 주로 1950년대에 이루어진 이영택의 연구성과와, 한승련을 비롯한 문하생

들에 의해 196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들도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

먼저 한국의학사를 서술하는 기본적인 관점, 다시 말해 김두종 선생의 사관을 살펴보자. 김두종

선생의 사관은 그의 학문적 경쟁자였던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노골적인 식민사관에 대립하여, 한

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의학 발달을 강조하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

술 태도의 차이는 고대사 서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키의 朝鮮醫學史 고대편은 日本書紀 등 일본의 고대사 관련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를 통해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고대의학사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한사군의 지배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 의학의 자주적인 발전 양상보다는 중국의 영향이나 지

배를 강조하는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朝鮮醫學史 는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를 한사군 때

로부터 보고 있으며 고조선을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 치부하는 등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도 왜

곡된 잘못된 시각에 의해 쓰여졌다.22)

반면 김두종 선생의 韓國醫學史 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여 고조선을 역사 시대로 인정하고 있

으며, 문헌 자료가 없는 경우는 유물 자료를 통해서 한반도에 있었던 의료활동의 흔적을 가능한

한 앞선 시기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폄석( 石)을 침술의 기원을 나타

내는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23) 이처럼 김두종 선생과 미키는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

20)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탐구당, 1973

21) 나의 학술연구생활 회고록. 20쪽

2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 思文閣出版, 1991 : 3- 5

23)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 탐구당, 1981 :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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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였던 까닭으로 서양의학이 절대선으로

전제되는 점에서는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전통의학에 대한 서술에서는 서양의학적

내용과의 친연성이 전통의학 지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암묵적인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전

통의학의 가치를 긍정하면서도, 전통의학은 서양의학의 도래를 예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상정되

는 단선적인 발전론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김두종 선생은 韓國醫學史 서문에서 “단순한 기술사보다는 역량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문화적 사상적 배경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은 의학사”24)를 써 보려 했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역사서술은 각 분야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일 것이다. 韓國醫學史 서술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료가 워낙 영세

하여 방계 자료의 원용과 상상력의 동원이 필요한 선사시대 및 고대의학사 서술부분에서는 이러

한 노력들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점차 관련사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고려시대 이후부

터는 서술의 갈래를 잡지 못하고 단순히 사료나열식의 서술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

술·간행된 의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조선시대 이후에는 각 의서들의 서지학적 정보와 목차

및 간단한 내용 소개가 주종을 이루고, 제도사와 관련해서는 각종 법전이나 실록류에서 뽑은 내

용들이 나열되어 있다. 고려 이후 조선시대 의학에 관한 서술은 역사가로서보다는 서지학자로서

의 면모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도 韓國醫學史 의 이러한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원래 선생은 한국의학사

를 문화사로 서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즉 선생은 의학사 자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의학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의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상고시대의 서술을 해치

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있다.25) 즉 문화사

라는 넓은 맥락에서 의학의 역사를 위치지우려는 시도에서 의학지식의 내적인 변천과정을 중심으

로 서술하되 문화사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의학사를 쓰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도 선생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26)

韓國醫學史 에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는 저자 자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대적·환경적 제약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사의 서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활발한 논쟁을 거치면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이 분명하게 부각

된 후, 그러한 연구성과들을 흡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김두종 선생은

그러한 개별적인 연구성과들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韓國醫學史 를 저술하였기 때문에, 가

공되지 않은 일차사료들의 홍수 속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역사상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었을 것

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1960년대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던 국사학계의 실증사학적 분위기도 혼

자의 힘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시대적인 제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韓國醫學史 는 거의 일차사료만을 토대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제약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실하게 일차사료에 근거하여 저술되었기 때문에 역사서로서

의 생명력은 오히려 다른 어느 책들보다도 길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韓國醫學史 이후에 통

사를 표방하며 간행된 일부 한국의학사 책들은 일차사료의 활용도라는, 역사서술의 기본요건에서

본다면 韓國醫學史 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대개는 韓國醫學史 를 요약·정리한 것들이다. 이제

는 韓國醫學史 를 디딤돌로 하여 더욱 발전된 성과들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즉 한국의

학사를 의학 내용의 내적인 변천과정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본

성과들을 산출할 때인 것이다.

한편 선생은 한국의학사를 전공하였고, 우리나라 의학의 독창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선

생은 흔히 국학을 하는 사람에서 보이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선생은 민

24) 김두종. 앞의 책. iii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醫學史 의 上世編 은 다른 부분에 비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적 상

황과 연결시켜 서술한 내용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26)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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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다는 학문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만 강조해서는 학문의 자유도 침해받고 학문도 되

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의 생각이었다.27) 선생이 국학의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으면서도,

학문적 국수주의나 편협함에 빠지지 않고 이처럼 학문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은 어떤 의미에서 의학사라는 학문 자체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이 의학사 연구

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백 퍼센트 순수한 고유의 우리 것이란 없다는 것이었다. 흔히 국학을 하

는 사람이 보이는 ‘순수한 우리 것에 대한 집착’28)을 의학의 역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학사만 살펴보더라도 삼국 시대에는 중국의학의 영향과 불교를 통한 인도의학의 영향을 받았으

며,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학과 아울러 아라비아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의학 자체도 처음부터 순수한 중국의학이란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나 아랍,

혹은 더 멀리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동양의 의학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서양의학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서양의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그리스 의학도 사실은

그 이전의 문명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의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

학의 순수성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잘못된 환상에 집착하는 것이란 사실

을 선생은 의학사 연구를 통해 이미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한의학에 대한 입장

김두종 선생의 한국의학사 연구는 한국의학사의 전시기를 포괄하고 있으나, 강조점은 역시 개

항 이전 시기의 의학, 즉 전통의학사에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생이 단순히 역사학

자가 아니라 서양의학을 공부한 내과의사로, 특히 다년간 임상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

문에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한의학이 아니라 임상적 의술로서 한의학에 대한 태도에는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술로서의 한의학에 대

한 선생의 평가는 그다지 긍적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의학에 대한 선생의 이러한 태도는 선생의 의학사 연구 초기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선생이 만주의 동아의학연구소에서 시작한 연구 주제는 한의학의 지식을 서양의학적 관점에

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서양의학적 기준에서 한의학의 내용을 바라보았을

때, 서양의학의 내용에 합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그 내용이 서양의학적 지식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선생은 처음 골학(骨學)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여 마무리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내장학(內臟學), 근학(筋學) 등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었다. 그러나 귀국과 더불어 동아의학연구소의 풍부한 장서들을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이

러한 계획을 이룰 수 없었다.

의료계의 현안인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관계에 대해 선생은 현재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

에는 반대하였다. 한의과대학에 대한 인가가 문교부에서 처음 날 무렵 선생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 부속병원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선생은 한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서울대학교에 한

방의학연구소를 만들라고 주장하였다. 선생은 한의학의 임상적 효과는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학문

으로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의학이 제대로 학문적으로 이론화되기 위해서는

서양의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원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생은 여러

차례 한의과대학으로부터 초빙 제의가 있었으나 이처럼 한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달리 했

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9) 그리고 선생은 한의학을 비롯하여 한학에 밝았음에

도 불구하고 동양의 학문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었다. 즉 동양학문 자체가 직관에서 온 것

27)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51

28) 물론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에 대한 집착은 그

동안 무시당해 온 우리의 존재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일종의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의 순수성, 문화의 순수성, 언어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순수성 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환상임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29)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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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이론구성 능력이나 비판능력이 없고, 따라서 동양학문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양학문의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주장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동양의 학

문, 더 정확히 말하면 서구의 기준에서 중국의 과학을 본 니담의 입장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같은 한의학에 있어서도 송(宋)대의 자연철학을 수용한 金·元 醫家들의 추상적 이론을

주로 받아들인 우리나라보다는 고증학적 토대 위에서 傷寒論 을 복구한 일본의 의학을 더욱 높

이 평가하였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학문 전체가 일본보다 우월했으나 임진왜란 이

후에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의학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월했다는 것이 선생의 솔직한 평가

였다.30) 물론 허준의 東醫寶鑑 이나 이제마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했으

나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이 시기 일본의 의학이 우리나라 의학보다 우수하다고 보았다. 그

리고 일본의 의학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고증학을 통해 배운 실증정신에서 유

래한다는 것이 선생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실증정신으로 인해 서양의 학문을 더욱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고 따라서 동양의 다른 나라들보다 일본이 더욱 일찍 개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선생의 판

단이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선생은 흔히 서구 문명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동양의

학문이나 신비주의에서 찾는 경향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의학, 나아가서는 동양의 학문 전반에 대한 선생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너무나 손쉬운 비

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동양의 고유한 것을 서양의 기준으로 재단해서 본다는, 이제는 다소

통속화된 감이 없지 않은 비판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합리성의 부재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양적인 가치에 대한 신비화나 미화, 혹은 그

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합리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에 대한 선생의 태도가 오늘날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3) 학문하는 자세

선생은 항상 자신이 만학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선생의 이력에서 나타나는 바처

럼 선생은 초등학교 교육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며, 의학 공부도 학교를 바꿔가며 다시 시작

해야 했다. 그리고 선생의 평생의 연구분야가 된 의학사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시작했다. 그러나

늦게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은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다. 실제로 마흔이 넘

어 시작된 선생의 의학사 연구는 선생의 나이 아흔이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으니 선생이 실제로 의

학사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약 50년에 이른다. 이 시간은 다른 학자들이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들어서 자신의 연구분야를 정해 60대나 70대까지 연구했을 때보다 더욱 긴 시간이다. 더구나 학

자들이 50대만 넘으면 조로하는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학계 풍토에 비추어 볼 때 선생은 학

문을 늦게 시작했으나 오히려 보통 학자들보다 더 오랜 기간 연구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

론 그것은 선생의 타고난 건강으로 인해 장수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학문에 대한 선생의 태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다. 즉 선생은 자신이 늦

게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흔히 젊은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비현실적인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조건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

해 나갔던 것이다. 선생이 학문을 함에 있어 후학들에게 항상 강조한 점은 욕심 부리지 말고, 먼

저 자신의 능력을 잘 헤아린 다음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연구대상과 목표를 정해 거기에 평생 헌

신하라는 것이었다. 학문에 대한 선생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선생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학술연구는 시기가 늦으면 늦는 대로 10년 내지 20년의 장기계획을 세워, 자신의 힘이 미

칠 수 있는 범위를 잘 헤아려 이것 저것 집적거리지 말고, 한결같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며, 그 지식을 연구 종합하도록 힘쓰면

반드시 뒷사람들에게 남겨둘 만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무한한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 따라 우열의 차는 있을 망정 제각기의 힘은 한

30) 한국과학사학회지 1988 ; 10(1)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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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연구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수한 재질보다도 또는 연구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지요.31)

결 론

김두종 선생이 오늘날보다 경제적·사회적 형편이 훨씬 어려웠던 해방 후와 1950년대에 실용적

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등의 매력이 없는 기초학문 중의 기초학문인 의사학을 연구하여 그러한 학

문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경이롭기조차 하다. 그리고

의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사회적인 인지도, 연구인력층 등 거의 모든 면

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열세에 있는 의사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협회 회장, 총장,

병원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의사학과 관련된 학문적인 능력 이외에 선생이 가

진 크고도 다양한 역량을 보여 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선생의 대외적인 활동에

서 드러나듯이 선생의 교우는 의학계 인사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국사학의 이병도, 국어학의 최

현배 등과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두 선생과 격의 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선생이 이루어 놓은 학문적인 성과는 한국의학사의 튼튼한 초석이 되었다. 이제 그 초석 위에

크고 튼튼한 집을 짓는 일은 후학들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색인어 : 김두종·한국의학사

= ABST RACT =

Kim Doo- jong : A Life for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YEO In- sok*

Kim Doo- jong, the founder of the his tory of medicine in Korea, w as born on 2nd March,

1896. After finishing his primary education in his home tow n, he w ent to Seoul to receive a

higher education. He entered Keijo Medical College in 1918. How ever, at the end of his firs t

year, he participated in the 3·1 movement w hich protes ted against Japanese harsh rule over

Korea. On account of his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he w as forced to leave the college

w hich w as run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 hen he w ent to Japan to enter Kyoto

Municipal Medical College, from w hich college he graduated in 1924.

After the graduation, he w ent to Beijing to w ork in a hospital run by Japanese. Having felt

uncomfortable about the situation in Beijing , he moved to Manchuria, w here he opened his

private clinic and saw patients for 7 years . As the life as a clinician did not satis fy him, he

gave up his practice, and determined to devote himself to the s tudy of his tory of medicine.

He w as 43 years old w hen he started studying history of medicine at the Dong Ah Institute,

an affiliated research ins titute of Manchuria Medical College founded by Japanese. T he

institute had a large and magnificent collection of ancient tex ts of oriental medicine. He set

on his torical s tudies on the oriental medici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 estern medicine.

His doctorial dis sertation w as about anatomy in oriental medicine. He intended to continue his

study on organology, myology, etc, but the sudden end of the W orld War II made him return

31) 광장 1987년 4월호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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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orea. T his meant that he could not make acces s to the large collection of the institute,

and his themes of the research had to be changed.

On returning to Korea, he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the His tory of Medicin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 hich w as the only and the firs t one of its kind. He w rote H istory of

K orean M edicine , w hich s till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w orks o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He w as very energetic and active in his academic activities even during his

late years . He passed aw ay on 18th May 1988 at the age of 92.

KEY WORDS : Kim Doo- jong, History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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