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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세기말 조선에 외국인 의료선교사에 의해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들어

오기 시작했다. 의료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서양의학을 단순히 시술하는 데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조선인 의사를 양

성하고자 하였다. 서양의학이라는 낯선 학문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각종 실

험·실습 기구를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 교

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다. 또한 좀 더 체계적인 의

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재가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번역으로 이

어지게 되었다.

제중원-세브란스에서는 1905년 『약물학 상권(무기질)』을 시작해서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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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권1·2·3)』(1906)·『피부병진단치료법』(1907)·『무씨산과학』(1908)· 

『외과총론』(1910) 등 거의 모든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가 번역·출판되었다 

(박형우, 1998: 65-74; 박형우·박윤재·여인석·김일순, 1999: 47-8). 이 교

과서에 대해 어떠한 배경에서 번역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목의 교과서가 번

역되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서홍관, 1994; 박형우, 1998; 

박형우·박윤재·여인석·김일순, 1999). 나아가 김필순이 번역한 『해부학 

(권1·2·3)』과 그 원본인 이마다 쯔카네(今田束)의 『실용해부학(實用解剖

學)(권1·2·3)』을 비교·검토한 사례가 있었으며(박형우·박준형, 2006: 

461-9),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부학 용어를 비교하여 한국 해부학 용

어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도 있다(김경호, 2007). 그러나 더 이상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번역 교과서의 원본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

라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현존하는 제중원의 교과서와 그 원본을 대조하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중 가장 먼저 출판된 『약물학 상권(무

기질)』(1905)을 살펴보고자 한다.1) 먼저 원저자 브루스와 그의 책인 『약물학

과 치료학』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번역본과 원본을 비교하

여 번역 방식과 번역 용어상의 특징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책의 번역

이 당시 한국의 서양의학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2. 제중원에서 의학교육과 교과서 번역

1885년 4월에 개원한 제중원에서는 병원 운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1)  현재 『약물학 상권(무기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안춘근 장서)이 유일하다. 

본고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에서 편집·영인한 『제중원(세브란스) 의학교과

서(4) - 약물학상권 무긔질』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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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1886년 3월 알렌은 경쟁시험을 거친 16명의 학

생으로 뽑아 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알렌, 헤론(J. W. Heron), 언더우드(H. 

G. Underwood) 등이 학생들에게 먼저 영어를 가르쳤고, 이어 산술·물리·

화학·해부학 등을 가르쳤다(박형우, 1999: 249).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원만

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1893년 11월 에비슨(Oliver R. Avison)이 제중원의 책임을 맡으면서 

의학교육이 재개되었다. 에비슨은 제중원의 운영권이 조선정부로부터 미국 

북장로회로 이관되자 독자적으로 의학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비슨은 전

임자인 알렌과 헤론이 했던 것처럼 조선인 조수들에게 의학 조수로서의 훈련

을 시켜 자신의 일을 돕게 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1895년 여름에 유행했던 콜

레라의 방역 활동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에비슨은 더욱 자신감을 얻어 이

들에게 본격적인 의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에비슨은 1895년부터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여의사 화이팅(Georgiana 

Whiting)은 생리학과 영어를, 빈튼은 화학과 약물학을 가르쳤다(박형우, 

2008: 142-3). 그러나 이러한 강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한국

에는 서양의학이나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의학 용어가 없었기 때문이었

다. 즉, 학생들의 의학교육을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국어 교과서의 편찬이 절실했던 것이다(여인석, 2009: 44).

의학교육의 경험이 풍부했던 에비슨은 가장 먼저 해부학 교과서를 번역

하였다. 이것은 해부학이 서양 근대의학의 가장 특징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문과 영어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젊은이를 찾아 그와 함께 영어권의 대표적 해부학 교과서인 그레이(Henry 

Gray)의 『해부학(Anatomy of the Human Body)』을 번역하기 시작했다(박형

우·박준형, 2006, 462-3; 여인석, 2009: 45). 1899년 3월 그는 완성된 번역 원

고를 조수에게 맡기고 안식년(1899. 3∼1900. 9)을 떠났는데, 그 사이 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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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바람에 원고가 불에 타고 말았다.2)

안식년에서 돌아온 후 에비슨은 자신의 번역 보조자로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김필순과 함께 다시 그레이 해부학을 번역

하였다. 김필순은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894년 언더

우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895년 김필순은 서울의 언더우드 집에 머물면서 

배재학당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김필순은 1899년 제중원에서 처음에는 셔록

스(A. M. Sharrocks)의 통역 및 조수로서 일하다가, 1900년부터 에비슨과 인

연을 맺게 되었다.3)

에비슨은 두 번째로 그레이 해부학 책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비슨은 일본과 중국 의학서적을 참고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의료선교사

들이 번역한 대표적인 해부학 서적으로 홉슨(合信, Benjamin Hobson)의 『전

체신론(全體新論)』(1851)과 더젼(德貞, John Hepburn Dudgeon)의 『전체통

고(全體通考)』(1886), 그리고 오스굿(柯爲良, Dauphin William Osgood)의 

『전체천미(全體闡微)』(6권, 1877)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오스굿의 『전체천

2) 「魚丕信博士小傳(25) - 조선의료교육의 시작(2)」, 『긔독신보』 867, 1932년 7월 13일.

3)  K. S. Kim, “Dr. Kim Pil Soon”, Korea Mission Field 7-1, 1911, pp.14-6.

그림 1. 에비슨(좌)과 김필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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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바로 그레이의 해부학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1898년 중인(重印)된 

이후 위트니(惠亨通, Henry T. Whitney)가 『체학신편(體學新編)』(3권, 1904)

으로 간략하게 편집·출판하였다(康橋, 2010). 이처럼 중국에서는 이미 그레

이의 해부학이 번역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에비슨이 참고하였다는 중국 의

학서적에 『전체천미』나 『체학신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에비슨이 번역한 해부학 원고는 1904년 9월 출판을 앞두고 화재로 소실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에비슨은 시급히 해부학 번역서를 출판하기 위해 

일본 이마다 쯔카네(今田束)의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卷1·2·3)』을 번

역하여 1906년에 『해부학(권1·2·3)』을 출판하게 되었다(박형우·박준형, 

2006: 461-9). 한편 에비슨은 그레이의 해부학 외에 다른 의학교과서도 함께 

번역을 하였다. 1905년에는 해부학·생리학·화학·약물학·세균학 교과서

가 번역된 상태였다.4) 이 중 제중원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은 『약물학 상권

(무기질)』(1905)이었다.

3.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원본 검토

에비슨은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서문에서 “이 은 의학 젼문을 초학  

한국 학도들을 위 여 김필 씨로 더브러 영인 류쓰씨의 영어 약물학에서 

위션 무긔약만 번역 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영인은 영국인을 말하며 

류쓰는 브루스(Bruce)이다. 즉, 이 책은 영국인 브루스가 저술한 약물학이라

는 책 중에서 무기질 부분만을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에비슨이 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책의 저자인 브루스에 대해 알아보자. 브루스(John M. Bruce, 1846∼1929)5)

4) “Severance Hospital”, Korea Mission Field 2-5, 1906, pp.93-6.

5)  John M. Bruce에 대한 것은 “JOHN MITCHELL BRUCE, C.V.O, M.D., LLD., F.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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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46년 스코틀랜드 에버딘 케이그(Keig)에서 태어났다. 그는 에버딘중등

학교(Aberdeen Grammar School)를 졸업하고 1866년에 에버딘대학교에서 

문학석사(M.A.)를, 1870년에 런던대학교에서 의학사(M.B.)를, 1872년에 의

학박사(M.D.)를 받았다. 그는 졸업 후 비엔나와 유럽의 다른 의학교에서 연

수를 하였다. 귀국해서는 샌더슨(Sir John Burdom-Sanderson, 1828∼1905)

과 클레인(Emanuel Edward Klein, 1844∼1925) 밑에서 병리학 연구에 몰두

하였다.

1871년에는 런던의 차링크로스병원 의학

교(Charing Cross Hospital Medical School)

에서 생리학과 병리학을 강의했으며, 1873년

에는 이 병원의 내과보조의(Assistant Physi-

cian)로 활동하였다. 1878년에는 런던왕립의

사회의 연구원(Fellow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 of London)으로 선출되었다. 이

후 1882년에는 차링크로스병원의 내과의사

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병원의 실행위원

(active staff)으로서 의학교에서 약물학과 내

과학을 강의하였으며 1883년부터 1890년까

지는 의학교의 학장직을 맡았다. 1904년 은퇴할 즈음에 차링크로스병원의 내

과자문의가 되었다. 

이후 그는 런던의학회(Medical Society of London)의 회장, 왕립의학회 의

학 부분(Section of Medicine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의 회장을 역

임하였다. 또한 수년 동안 캠브리지대학 의과대학 시험위원, 영국연합시험위

원회(Conjoint Examing Board in England) 시험위원, 런던대학·맨체스터대

THE BRITISH MEDICAL JOURNAL 2, 1929, pp.77-8; “EDITORIAL COMMENTS: JOHN 

MITCHELL BRUC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21-3, 1929, p.317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브루스(John M. Br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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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약물학 시험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29년 브루스가 사망하였을 때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캐나다의사협회에서는 『회보(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21-3, 1929)를 통해 그의 부고를 내면서 그의 생애와 활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브루스는 당시 영연방이었던 캐나다의 

의학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브루스는 생전에 여러 책을 남겼다.6) 그중에서 그의 학문적 성과와 관

련하여 수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약물학과 치료학(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이다. 이 책은 1884년 첫 발간 이후 여러 번의 개정증보판이 

나왔으며7) 그의 생전까지 약 70,000부가 판매되었다. 이 책은 영미권에서 약

물학 교과서로서 베스트셀러였다. 

내한 이전에 에비슨은 1884년에 온타리오 약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약물

학과 식물학 강의를 맡았다. 1887년에 그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선

교사로 내한하기 이전까지 대학에서 약리학과 치료학을 강의하였다. 내한 이

후 그가 그레이의 『해부학』과 함께 브루스의 『약물학과 치료학』을 번역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책들은 아마도 그가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교

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번역한 그레이와 브루스의 책은 당시 영

미권에서 해부학과 약물학 교재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이 책의 성

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로 번역했던 것이라고 보인다.

6)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London, 1884); The Principles of Treatment and their 
Applications in Practical Medicine (Edinburgh, 1899); The Lettsomian lectures on diseases 
and disorders of the heart and arteries in middle and advanced life (London, 1902); 

Prognosis in chronic valvular disease of the heart, address (Philadelphia, 1902); Chest 
complications in abdominal disease. Hunterian lecture (London, 1902); The Harveian 
oration on the influence of Harvey's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infection 
and immunity (London: Cassell, 1913).

7)  1912년에 출판된 제9판에 의한 발행 사항을 살펴보면, 초판: 1884. 4 발행, 1885. 5 재인쇄, 

2판: 1886. 4 개정판 발행, 1886. 10, 1887. 9, 1888. 5, 1889. 4, 1890. 2 재인쇄, 3판: 1891. 

1 개정판 발행, 1891. 9, 1892. 6 재인쇄, 4판: 1893. 10 개정판 발행, 1894. 9, 1895. 8, 1896. 

5, 1897. 5 재인쇄, 5판: 1899. 3 개정·증보판 발행, 1900. 3, 1901. 8 재인쇄, 6판: 1903. 3 

개정판 발행, 7판: 1905. 9 개정·증보판 발행, 8판: 1907. 8 개정판 발행, 1910. 1 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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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에비슨은 브루스의 『약물학과 치료학』의 몇 판을 번역하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하나는 그가 1893년 8월에 

내한했고 당시는 3판까지만 출판되었기 때문에 3판을 가지고 번역했을 가능

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안식년(1899. 3∼1900. 9) 기간 동안에 미국에 

가서 4판 혹은 5판을 구입해서 번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들은 이 책의 초판(1884. 4), 2판(1886. 4), 3판(1891. 1), 

4판(1893. 10), 5판(1899. 3)을 비교해 보았다. 이들 판본은 목차상 장절의 순

서는 모두 같았으나 세부적으로 개별 항목이 첨가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

고, 각 항목별 설명이 늘어난 부분도 있으며, 한 항목을 세분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각 판본의 특징과 번역본과 비교해 본 결과, 에비슨은 이 책의 3

판을 번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내한하기 이전까지 토

론토 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것을 가져와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도입부(Introduction), 제1편 무기 약물학(The Inorganic Materia 

Medica), 제2편 유기 약물학(The Organic Materia Medica), 제3편 치료학

(General Therapeutics) 그리고 부록(Appendix)과 색인(Index)으로 구성되

그림 3. 브루스의 『약물학과 치료학』(3판, 1892) 표지와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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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약물학 상권(무기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입부와 제1편 무

기 약물학 부분만을 번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비슨의 서문에는

영인 류쓰씨의 영어 약물학에셔 위션 무긔약만 번역 여…유

긔약물학도 간하며 그후에 특별  치료학을 츌판 여 여러 학도

의 명을 돕고져 노라 

라고 되어 있다. 즉, 먼저 무기 약물학을 번역 출판하고, 나중에 다시 ‘유기 

약물학(하권)’과 ‘치료학’을 출판할 계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관

련하여 『Korea Mission Field』에 실려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A)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극복되고 있고 해부학·생리학·

화학·약물학·세균학 교과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병리학·치

료학과 그러한 주제가 작업(번역) 중에 있다.8)

B) 1906년 현재 해부학·생리학·화학·치료학·위생학·간

호학·식물학·내과의 번역이 완료되어 원고가 있는데, 필사본 혹

은 등사본의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9)

라고 되어 있다. A)에서는 1905년에 해부학·생리학·화학·약물학·세

균학 교과서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약물학의 상·하권이 

번역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에서 치료학이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 책도 브루스의 책 ‘제3부 치료학’을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에비슨은 그의 서문에서 계획한 대로 『약물학과 치료학』을 모

두 3책으로 나누어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머지 두 책은 

현존하지 않는다.

8) “Severance Hospital”, Korea Mission Field 2-5, 1906, p.95.

9)  “Medical Books Needed and Medical Education in Korea”, Korea Mission Field 2-7, 1906, 

p.132.



PARK Junhyoung, PARK Hyoungwoo : The Translation and its Meanings of Materia Medica Part. I 

│ 醫史學336

4.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구성과 특징

『약물학 상권(무기질)』은 표제지, 에비슨의 한글 서문(1쪽)과 영문 서문(1

쪽), 김필순의 서문(4쪽), 정오표(18쪽), 본문(261쪽), 자전(66쪽) 순으로 이루

어져 있다.10) 원본에 있는 목차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11) 본문은 원본의 도

입부와 제1편 무기질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1)�도입부

도입부에는 원본의 치료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것은 원본이 그 

제목처럼 약물학과 치료학을 함께 다룬 반면에, 번역본에서는 무기 약물학만

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목차상에서 자연스럽게 생략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번

역 의도에 맞추어 일정하게 편집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본의 처방(The 

Prescription) 부분도 번역본에서 생략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의도적으로 항목을 추가한 사례도 있다. 원본의 ‘Composition’

을 번역본에서는 ‘약의 구셩’과 ‘약졍론’의 두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이것은 

독자를 위해 번역자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편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용상 보충 설명을 한 부분도 있다. 승화(昇華)·증류(蒸溜)·화증(

化蒸)·슈비(水飛) 등에 대해서는 그 용어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괄호 안에 2행의 작은 글

씨로 설명하였다. 증류의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증류(蒸溜)  것과 (
증류라  것슨 무 물약을 졍 게 여 쓰려 면 그거슬 불

에 리며 무슨 통 흔 거스로 그 김을 밧아셔 쓰  거시니라
)

10)  『약물학 상권(무기질)』은 등사한 후 접지한 뒤에 製冊을 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처럼 

종이 1장에 2쪽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장수가 아니라 쪽수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11)  제중원에서 출판되어 현존하는 교과서 중에서 목차가 있는 것은 『진단학(권1·2)』(1906, 

1907)과 『피부병진단치료법』(1907)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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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충 설명은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근대 과학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

은 학생들을 위해 보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완 설명은 ‘비 론’에서도 잘 드러난다.

병을 곳칠 에 약을 쓰려 면 거 지 아니  약 를 먹지 못 지

라 그러 으로 무  약 던지 미리 거 여 두고 쓰  거시니 가령 

감초(甘草)로 말 진  혹 물에 려셔 물노도 먹으며 혹 작말도 

여 쓰며 약 로 여러 가지 비 를 며 각각 일홈이 잇 니 이 아

 례로 긔록 노라

위 인용문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은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것은 번역자

가 비재론(preparations)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친숙한 한약재

인 감초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

또한 원본의 칭량과 승량론에서는 복잡한 계량(計量) 단위를 간편하게 티

스푼(teaspoonful)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번역본에서는 작은 숟가

락이나 술잔, 차종(茶鍾) 등을 이용해 각종 단위에 대한 비율을 원본보다 상

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처럼 도입부 부분에서는 원본의 내용을 가감(加減) 부분들이 종종 보인

다. 이와 관련하여 에비슨의 서문에서는 

본문에셔 약간 가감 여 초학 과졍에 당케 하려하나 부죡  거

시 없지 아니  고로…

라고 하여 본문에 내용의 가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필순의 서문에서는 

그 본문 로 번역만  거시 아니오 이를 증감 며 그 쟝졀의 

셔를 밧고아 쵸학쟈의 과졍에 당토록 엿스나…

라고 하여, 원본을 완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PARK Junhyoung, PARK Hyoungwoo : The Translation and its Meanings of Materia Medica Part. I 

│ 醫史學338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을 밝히고 있다.

2)�무기질론

전체적으로 약물을 설명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원본의 설명방식을 그대

로 따라서 번역하였다. 먼저 약물의 명칭을 ‘한글+라틴어(+영어)+분자식’으

로 적고(예: 탄산「포타시엄」, Potassii Bicarbonas, KHCO3), 그 약물에 대

한 ‘원인·형질·용 량·복량·작용·비 ’의 순서로 설명한다. 원본과 차

이가 있다면 ‘작용’이란 세부 항목이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각 그룹에 속한 

약물에 대한 설명의 끝부분에 ‘부언(附言)’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1장의 8개 약물 중 4개인 「암모니엄」·「니틔엄」·「칼시엄」·「막니시엄」에

서 부언이 추가되었다. 이 부언을 통해 그 약물의 전체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원본의 ‘작용과 용법(Action and Uses)’ 부분

을 번역본에서는 모두 생략하였다. 즉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가감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

류산수은의 사례를 살펴보자.

A. 7. Hydrargyri Persulphas. HgSO4

  a. Hydrargyri Subchloridum. Hg2Cl2

  b. Hydrargyri Perchloridum.-Perchloride of Mercury, HgCl2

     α. Liquor Hydrargyri Perchloridi.

     β Lotio Hydrargyri Flava.-“Yellow Wach.”

     γ. Hydrargyri Iodidum Rubrum.-Red Iodide of Mercurym HgI2

B. (庚) 과류산슈은 Hydrargyri Persulphas  HgSO4

     (子) 아염화슈은 Hydrargyri Subchloridum  HgCl

     (丑) 과염화슈은 Hydrargyri Perchloridum  HgCl2

           (댜) 옥화슈은 Hydrargyri Iodidum Rubrum  HgI2

A는 원본의 과류산슈은(Hydrargyri Persulphas, HgSO4)의 세부 항목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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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것이다. B는 번역된 부분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B의 ‘(丑) 과염

화슈은’에 ‘(댜) 옥화슈은’이라는 세부 항목이 하나밖에 없다. 번역본은 원

본의 세 개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그러나 번역본에

서는 ‘(댜) 옥화슈은’이라고 하여 ‘(丑) 과염화슈은’에 속하는 약물에 3가지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는 세 번째 ‘(댜)’만을 선택·번역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린(燐)· 「안티모니엄」·창연(蒼鉛)·염소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본문은 전반적으로 초역(抄譯)을 하였다. 원본대로 완역을 한다면 

그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

기 때문에 번역상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본에서 약물학

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과류산수

은의 사례처럼 원본에 있는 약물학의 기본적인 분류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비슨은 원본을 내한 이전부터 자

신의 강의 교재로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에비슨의 내

한 이전의 경험이 충분히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3)�약물학�무기질�자전

이 부분은 원본의 색인에 해당한다. 원본의 색인은 알파벳 순으로 색인어

를 나열하고 그 쪽수를 기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와 달리 번역본의 자전은 분량이 66쪽에 달하는데 이것은 본문(262쪽)의 약 

25%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전의 분량이 많은 것은 영문 자전(37쪽)과 한글 자

전(29쪽)을 각각 편집해 놓았기 때문이다.

영문 자전은 ‘단어 / 한글음 / 한자어 / 쪽수’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수록된 단어를 보면 ‘Absolute Alcohol / 쥬졍 / 純酒精 / 108’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 자전은 ‘단어 / 한자어 / 영어(라틴어) / 쪽수’로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수록된 단어는 ‘아염화슈은 / 亞鹽化水銀 / Hydrargyri Subchloridum, 



PARK Junhyoung, PARK Hyoungwoo : The Translation and its Meanings of Materia Medica Part. I 

│ 醫史學340

Hydrargyri Chloridum Nite Calomel / 71’로 되어 있다. 한글 단어는 ‘ㅇ·

ㅎ·ㄱ·ㅋ·ㅁ·ㄴ·ㅂ·ㅍ·ㄹ·ㅅ·ㄷ·ㅌ·ㅈ·ㅊ’의 자음 순서로 되

어 있다.

자전을 영문과 한글 두 가지로 만든 것은 한국 학생들의 보다 편리한 사용

을 위해서인 듯하다. 영어로 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자전을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영미의학이 한

국에 수용되고 토착화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여

인석, 2009: 46). 또한 ‘약물학 무기질 자전’은 각 약물에 해당하는 한국어·영

어·한자어를 모두 기록함으로 약물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일

반적인 색인의 차원을 넘어서 자전적(字典的) 성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자전을 독창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서양의학의 어려운 개념과 원리를 체계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토착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에비슨

의 이러한 노력은 1906년에 그가 교열하고 홍석후가 번역한 『신편생리교과

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 책의 원본인 쯔보이 지로(坪井次郞)의 『신편

생리교과서(新編生理敎科書)』(金港堂, 1897)에는 색인이 없지만 『약물학 상

권(무기질)』처럼 자전을 만들어 해부·생리에 대한 개념을 계통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중원에서 번역·출판한 의학 교과서 중에서 자전이 수록된 것은 위의 

두 책뿐이다. 그러나 에비슨의 이러한 노력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908년 8월 당시 의학사전의 번역으로 이어졌다.12) 물론 의학사전이 출판되

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번역 중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출

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그 사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

지만 두 권의 의학교과서를 번역하면서 만들었던 자전의 경험이 의학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많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전을 만들려는 노력은 단순히 의학용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벗

12)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ng Yang. Aug.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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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서양의학을 한국에 체계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들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약물학 무기질 자전’·‘생리

학 자전’을 편찬하고 의학사전의 번역했던 것은 ‘한국 의학사전의 효시’라고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 번역 방식과 약물학 용어의 특징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표제지에는 에비슨이 이 책을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어 실력이 능통하지 못한 에비슨이 혼자서 번역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에비슨은 그레이의 『해부학』을 번역할 때 부족한 한국

말로 원어의 뜻을 설명하면 번역 보조자인 김필순이 그것을 한자어로 만들었

다고 한다.13)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김필순 서문에서 그가 의학용어를 번

역하는 데에 일본 용어를 차용하거나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러

한 번역 방식은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에비슨이 구역(口譯)을 

13)  「魚丕信博士小傳(25) - 조선의료교육의 시작(2)」, 『긔독신보』 867, 1932년 7월 13일.

그림 4. 약물학 무기질 자전(좌: 영어, 우: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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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김필순이 필술(筆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미국 의료선

교사인 커(嘉約翰,  John Glasgow Kerr, 1824∼1901)가 구역을 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 임상동(林湘東)이 필술하여 『내과천미(內科闡微)』· 

『피부신편(皮膚新編)』 등을 번역한 것처럼, 중국에 파견된 의료선교사가 서의

한역서(西醫漢譯書)를 편찬했던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방식은 1906년부터 에비슨의 제자인 김필순·홍석

후·홍종은이 일본 의학서적을 본격적으로 번역하면서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었다. 번역 텍스트가 바뀌게 되면서 일본어에 익숙한 제자들이 직접 번역을 

하고 에비슨은 교열을 맡게 된 것이다. 이것은 번역어의 사용자[수요자]가 원

본을 직접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에비슨이 처

음 시도했던 구역·필술 방식은 과도기적 방식으로 그레이의 해부학에 이어 

『약물학 상권(무기질)』을 끝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번역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번역 텍스트가 영어에서 일본어

로 바뀐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식 의학교육을 경험

한 관립 의학교 출신의 홍석후·홍종은이 세브란스병원(제중원)의학교에 입

학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에비슨이 의학교육과 교과서 번역을 10여년 넘게 하면서 그 사이에 번역 보

조자이자 학생이었던 김필순과 같은 한국인이 의사로 성장하면서 의학적 지

식이 풍부해져서 일본의학서적을 혼자서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던 내

적 발전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에비슨이 번역할 때 처음 시도

했던 구역·필술 방식은 한국인 의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비슨의 이러한 방식

을 통한 번역작업과 지속적인 의학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없었다면 일본 의

학서적을 직접 번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약물학 상권(무기질)』을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글 전용 번역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 책뿐만 아니라 

1910년까지 출판된 제중원 교과서 전체에 해당된다. 이것은 관립 의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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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에서 모두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유병

필의 『해부학』은 김필순이 번역한 『해부학』과 같이 이마다 쯔가네(今田束)의 

『실용해부학(實用解剖學)』을 번역한 것이다. 같은 책을 번역하였지만 그 번

역 방식에 있어서는 한글 전용 번역과 국한문 혼용 번역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글 전용 번역은 선교사들이 번역·발행한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세기 후반 성서를 번역할 단계부터 적용된 한글 전용 방식은 베

어드(Annie L. Baird)의 『동물학』(1906), 베어드 부인(Mrs. W. M. Baird)의  

『생리학 초권』(1908), 에드먼드(Margaret J. Edmunds)의 『간호교과서(상권)』

(1908) 등 의학 관련 서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서양

간호부회에서 번역한 『실용간호학젼서』(1931년), 『간호사(看護史)』(1933년)

와 같은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시기에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처럼 한글로만 번역하였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물학 상권(무기질)』에서

는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보완하였다. 염소(鹽素)·아연(亞鉛)·조졔셔(組

劑書)·비금류(非金類)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즉, 한자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선교사들의 번역서에

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용어의 번역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번역본에서는 서양 용어를 

번역하는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한국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다. 철, 아연, 유황 등 주로 한자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

이다.

두 번째로 새롭게 용어를 만든 경우[造語]이다. solvent를 응약류(解凝藥

類)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번역한 것이다(번역본 42쪽). 이것은 일본

에서 용제(溶劑)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다. 즉, solvent의 의미를 

해응(解凝)으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휘발유에 해당하는 volatile oil을 

자산유(自散油)로 번역하였다(번역본 31쪽). 

한편 pharmacopœia는 조제서(組劑書)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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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에 이 단어는 없다. 사전적 의미의 pharmacopœia는 약물의 화학적 특

성, 순도, 조제법, 사용량 등의 기준으로 정부 또는 권위 있는 협회가 규정하

고 있는 일종의 공식적인 법전(이우주, 1996: 826), 즉 약전(藥典)이다. 일본

에서는 이를 약국방(藥局方)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조제서는 그러한 공식

적인 조제법[劑]을 모아 놓은[組] 책[書]이라는 의미로 번역자가 만든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용어를 새롭게 만든 경우는 많지 않다.

세 번째로 일본 한자식 용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용 (溶解), 분자식(分子

式), 실험식(實驗式) 등과 옥화(沃化)「포타시엄」, 화(臭化)「포타시엄」와 같

은 용어에서 옥화(沃化), 화(臭化)는 바로 일본식 용어를 받아들인 것이다.

네 번째로 외국 용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사용한 경우이다. 「쏘듸엄」, 염화

「암모니엄」, 탄산「니틔엄」, 「알뉴미넘」 등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약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글음의 앞뒤에 꺽쇠(「 」) 표시를 하여 외

국어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했던 번역방식이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사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김필순의 서문에는

본방 방언에 약명과 병명과 및 의학샹에 특히 쓰  말 에 없  

거시 만흠으로써 필 의 엿흔 학식과 용렬  조로 일본셔 번역  

말을 빌어쓰며 혹 새말도 지어 쓰  그 문리가 바다를 건느  도야

지의 거동이며 발을 그린 암으 모양과 치 치 못 여 보시  

여러 학도들은 구졀의 흠을 찻지 마시고 그  을 샹고 여 아 다

히 밧으시면 다 이 명의 발달이 만분지일이라도 될가 이다

라고 되어 있다. 당시 김필순이 한국어에 없는 약명·병명·의학용어를 번

역하는 데에 매우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서약 과학

과 의학을 수용한 일본의 번역서를 많이 참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에비슨은 자신의 학적 기반인 영미의학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이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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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교재를 번역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로 서양의학의 개념을 완벽하게 번역하

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해체신서』(1774) 이후 서양의

학서 번역의 전통이 계승되면서 메이지시기에 많은 서양문헌을 번역한 경험

이 쌓이면서 서양 의학용어를 한자식용어로 거의 다 번역해 놓은 상태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섬유산업의 발달에 따라 염료가 필수적이었고, 군사적 팽창

을 위해서는 화약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화학에 관심

을 집중하면서 화학 분야 서적의 번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2000: 148-50). 이러한 화학에 대한 관심은 화학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약물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1881년에는 스즈키 코우노스케(鈴木孝之助)가 독일의 노트나겔

(Carl Wlhelm Hermann Nothnagel, 1841∼1905)의 책을 『詳約藥物學』으로 

번역하였으며, 1901년에는 이시하라 히로시(石原弘)가 『藥物學』을 직접 편집

하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이처럼 일본에서 약물학 용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비슨과 김필순은 일본식 약물학 용어를 거부하

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한자식 용어의 수용 문제는 비단 의학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

었다. 개항을 전후하여 한국에는 개화사상이 수용되는데 당시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계 근대 한자어와 한국 자체가 발전시킨 고유 한자어가 통용되

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전후부터는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진 근대 한자어가 다

량으로 수용되었다. 이것은 근대문물의 수입원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화하

는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다(최경옥, 2003: 5-7). 특히 1905년 을사보

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좀더 심해졌고 의학 분야도 이러한 시대

적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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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학교과서 번역의 역사적 의미

서양의학이 직접 수용되기 이전에 한국은 중국에 번역된 서의한역서(西醫

漢譯書)의 수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양의학을 접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영국 선교사인 홉슨(Benjamin Hobson, 1816∼1873)이 『전

체신론(全體新論)』·『서의약론(西醫略論)』·『부영신설(婦嬰新說)』·『내과

신설(內科新說)』·『박물신편(博物新編)』을 번역하였고, 미국 선교의사인 커

(嘉約翰,  John Glasgow Kerr, 1824∼1901)는 『내과천미(內科闡微)』·『화류

지미(花柳指迷)』·『과찰신법(裹紮新法)』·『피부신편(皮膚新編)』·『위생요

지(衛生要旨)』·『서약약석(西藥略釋)』 등을 번역하였으며, 프라이어(傅蘭雅, 

John Fryer, 1839∼1928)는 『유문의학(儒門醫學)』·『위생요결(衛生要訣)』 등

을 번역하였다(鄧鐵濤·程之范 主編, 1999: 318-22).

서양선교사들의 번역한 서의한역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는 1850년대에 홉슨의 책 5권을 번각·발행하였다. 이어서 

『전체신론역해(全體新論譯解)』(1874), 『서의약론역해(西醫略論譯解)』(1877), 

『부영신설화해(婦嬰新說和解)』(1874),  『박물신편역해(博物新編譯解)』(1869), 

『박물신편주해(博物新編註解)』(1876), 『박물신편기문(博物新編記聞)』(1874) 

등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서양의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吉田寅 編, 1997: 

17-44). 또한 커의 『내과천미』(1874)·『피부신편』(1875)·『서약약석』(1874)

이 일본어로 번역되었으며(吉田寅, 1981: 23-35), 프라이어의 『유문의학』

(1879)이 번각·발행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서의한역서를 번각·발행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보아 서양의학을 수용하는 데에 적극

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서의한역서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고종의 집옥재(集玉

齋)에 있던 서의한역서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는 홉슨의 『전

체신론』·『서의약론』·『부영신설』·『내과신설』·『박물신편』과, 커의 『내과

천미』·『화류지미』·『과찰신법』·『피부신편』·『위생요지』·『서약약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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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라이어의 『유문의학』·『위생요결』 등의 서목을 확인할 수 있다. 최한

기는 홉슨의 책을 읽고 한의학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이나 오운육기(五運

六氣)와 같은 추상적인 이론으로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비해 서양의학이 

정확한 해부학 지식을 토대로 성립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는 일부 학자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

시키는 정도였고, 실제 의료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는 같은 시기 일본이나 중국처럼 서의한역서를 통해 서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는 아니었다(박형우, 2008: 7-10).

한편 서적의 수입을 통한 서양의학의 간접적인 수용 방식은 중국에 파견된 

선교의사가 번역한 서적의 범위 안에서 서양의학을 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 파견된 선교의사가 한국인 학생과 번역할 때는 어떤 

책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당연히 한국 학생을 중심에 두고 사

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서양의학의 수용에 있어서 좀 더 주체적인 시

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미의학계에서 대표적 약물

학 교재인 브루스의 책을 번역했다는 것은 서양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다

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에비슨이 의학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번역한 책은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그레이의 『해부학』이었고, 그 다음이 브루스의 『약물학과 치료학』이었다. 두 

책은 영미권에서 해부학과 약물학 교재로서 베스트셀러였다. 에비슨은 이 책

을 번역함으로써 당시 영미권 의학의 최신 지식을 제중원을 통해 한국에 전

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미의학이 제중원을 통해 바로 한국에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비슨이 그레이의 『해부학』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약물학 상권(무기질)』

을 출판하기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없는 의학용

어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결국 에비슨은 『약물학 상권(무기질)』에

서 약물명칭의 대부분을 일본식 용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

여 에비슨의 회고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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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으로 말하면 현대식 교육에 잇어서 중국보다 훨씬 

진보된 나라엇고 관계에 잇어서도 조선과 일본 사이가 더 밀접하

게 되엇으므로 우리는 마침내 일본의 교육방침을 따러가기로 결정

하엿다. 만일 우리가 의학을 조선에 처음으로 시작할 당시에 이것

을 결정하엿기 망정이지 그러치 않고 중국의 교육방침을 따럿거나 

조선식을 개창하려 하엿던들 오래 힘드려 일한 것이 수포에 도라

갈번도 하엿다.14)

 

라고 되어 있다. 에비슨은 당시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근대화되었으며, 한

국이 중국보다는 일본과 관계가 더 밀접했던 점을 들어 일본의 교육방침을 따

랐던 이유를 들고 있다. 이것은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보호

국화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에비슨은 1905년을 전후하

여 일본 의학서적을 참고하는 단계에서 일본 의학서적을 본격적으로 번역하

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통감부와의 협조 없이 의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식 의학교육체계의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박윤재, 2005: 115-6).

7. 결론

에비슨은 제중원의 책임을 맡은 이후 체계적으로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

학교과서를 번역하였다. 가장 먼저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그레이의 『해부학』

이었으나 두 번의 분실로 출판되지는 못하였고, 1905년 『약물학 상권(무기질)』

이 먼저 출판되었다. 이 책의 원본은 영국인 브루스가 쓴 『약물학과 치료학』

으로 당시 영미권 약물학 교재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에비슨은 내한 이전 교

수 시절에 자신의 강의에 이 책을 교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물학 상권(무기질)』은 원본의 완역이 아니라 초역이었으며, 한글전용으

14) 「魚丕信博士小傳(25) - 조선의료교육의 시작(2)」, 『긔독신보』 867, 1932년 7월 13일.



박준형ㆍ박형우 : 제중원에서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번역과 그 의미

제20권 제2호(통권 제39호) 327-354, 2011년 12월 │349

로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사용하였다. 번역된 약물학 용어는 기존 한

국어를 사용하거나 새롭게 만든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일본의 약물학 용어

를 차용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서양의학 수용이 한국보다 빨랐고 약물학 용

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국제정세가 일본에 유리하

게 작용하면서 의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식 용어가 한국에 많이 유입

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렸다고 볼 수 있다.

에비슨은 그의 제자 김필순과 『약물학 상권(무기질)』의 번역을 통해 그레이

의 『해부학』에 이어 자신의 학문적 기반인 영미의학에 기초한 의학교육을 하

고자 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서양의학 관련 학술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일본 한자식 의학 용어

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

로 한자문화권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1905년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화 되면서 제중원에서는 일본 의학서적을 본

격적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제중원이 주체적으로 서양의학을 수용했던 것

에서 일본 의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학 

교재의 선택에서 일본이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영미권 의학사적을 선택·번역했

던 것에 비해서 수동적·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1910년 국권

상실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일본의학 서적

으로 직접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에비슨과 김필순이 브루스의 『약물학 상권(무기질)』로 번역했

다는 것은 단순히 교재의 선정의 의미를 넘어서 한국에 수용될 의학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에비슨은 영미권의 의학서적을 번역함

으로써 한국에 자신의 학적 기반인 영미의학을 수용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로 번역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었

고, 서양의학 용어를 모두 한국어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은 짧은 시간 안에 해

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의학서적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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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의학 용어를 번역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

자 일본 의학서적의 번역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색인어	:	제중원, 에비슨, 김필순, 『약물학 상권(무기질)』, 브루스

투고일 2011. 11. 8.         심사일 2011. 11. 9.       게재확정일 20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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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Translation�and�Its�Meanings�of�
Materia�Medica�Part.�I�in�the�Jejungwon

 PARK Junhyoung*· PARK Hyoungwoo**

For more systematic medical education, Dr. O. R. Avison translated 

medical textbooks into Korean since he took charge of Jejungwon (濟衆

院) in 1893. The first book he chose was Anatomy of the Human Body. 

He, however, failed to see it published after losing its manuscript twice. 

Instead, Materia Medica Part. I was brought into the world first in 1905, 

for which he translated Materia Medica and Therapeutics written by John 

Mitchell Bruce from the U. K. At that time, this book was in widespread us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as a textbook for pharmacology. It is also 

assumed that Avison used it as a textbook for his classes in Canada before 

coming to Korea.

For the publication of Materia Medica Part. I, Avison did not translate 

Bruce's original text in full, but translated only the selected passages. He 

followed a principle of using Korean alphabets (Hangeul) only, but in 

combination with Chinese characters, if necessary. He put pharmacological 

terms into existing Korean equivalents or newly coined words, but also 

1) 

* Dong-Eun Medical Museum, Yonsei Univ.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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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ed many from Japanese terms. That's because Japan moved faster to 

introduce Western medicine than Korea did, so that many pharmacological 

terms could be defined and arranged more systematically in Japanese. 

Moreover, Japan took such a favorable stance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at many of Japanese-style terms c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in 

most fields including medicine.

By translating Materia Medica Part. I in cooperation with his disciple 

KIM Pilsoon after Gray's Anatomy of the Human Body, Avison tried to 

lay groundwork for providing medical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 

British-American medicine. It is assumed that he took an independent 

stance in selecting and translating Western medical textbooks on his own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the existing Chinese translation of Western 

medical textbooks. Despite all his efforts, he might find it difficult to 

translate all the Western medical terms into Korean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he seems to have had no choice but to accept Japanese 

medical terms as a complementary measure.

Key Words :  Jejungwon, O. R. Avison, Pilsoon Kim, Materia Medica Part. I, John 

M. Bru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