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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icism of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written by Kim Doo Jong 

Park Seong Kue, Kim Nam Il*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Kim, Doo-jong wrote History of Korean Medicine, which was based on the historical view of 

Japanese Imperialism, insisting that Korea had stagnated and should be stimulated by others because 

it had no ability to improve by itself. To meet his opinion, he distorted and fabricated Korean Medical 

History to justify his past and work as Lee, Byung-Do did on Korean History. This paper intended to 

reveal his distortion and fabrication on the ancient Korean Medical History. Firstly, he insisted that 

Korean medicine had stagnated till other neighbor medicine, that is, 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Japanese medicine and European medicine stimulated its progress. Secondly, he insisted 

that the Korea peninsula has been the Korean territory all through its history, which was originally 

forg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He adopted this theory to justify his past and work. Thirdly, he 

insisted that Korea was effected by the European medicine a long time ago. Even though the 

European medicine was not skillful at that time compared with Korean medicine, he adopted this 

theory to justify his past and work. Lastly, he had a wrong recognition on culture and religion, which 

he just used to justify his past and work. Profound study and research are required to eliminate his 

distortion and write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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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斗鍾의 上世醫學史 批判

박성규·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Ⅰ. 서론

金斗鍾은 의학계의 巨木이었다. 1896년, 경남 함안

에서 출생하여 교토의학전문학교와 만주의과대학을 졸

업하고 의학사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

후, 조선 적십자사 보건부장을 지냈으며 세브란스 의

과대학 강사를 지냈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및 병원

장을 역임하였고, 의사학회장을 지냈으며, 학술원 회

원, 숙명여대 총장, 대한 적십자사 부총재, 의학협회장, 

성균관대 이사장, 과학사 학회장 등 의학계와 학계에

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걸친 대단한 인물이었다. 저서 
한국의학사1)로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하였고 문화훈

장 대통령장, 한국 출판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의 최대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학사는
他律性論과 整體性論을 바탕으로 한 植民主義史觀에

입각하여 저술된 것으로 ‘한국 의학사’에 어두운 장

막을 두껍게 두르고 있다.2) 또한 한국에서 西洋醫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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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金斗鍾, 한국 의학사, 探求堂, 1981

2) 金洪均,「高麗時代 醫學史觀 叱正(1)」, 한국한의학연구원논
문집10, 2003.
김홍균은 고려시대 의학사에 대한 김두종의 잘못된 역사관
과 기술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그의 植民主義史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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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統性 확보를 위한 牽强附會的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의학사의 醫學史 記述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金斗鍾의 권위가 의학

계를 지탱하고 있는 이상, 그가 남긴 한국의학사를
일거에 뛰어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3) 

 본 논문은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의 ‘上世醫學
史’ 부분을 읽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간

단하게나마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학사의 ‘上世醫學史’ 부분 또한 일찍이

金洪均이 지적하였듯이, 많은 왜곡과 날조가 요소요소

에 펼쳐져있다. 모든 잡초를 제거하여 올바른 역사세

우기에 일조해야 마땅하나, 역량이 부족하여 주마간산

하듯 훑다가 눈에 띄는 부분들만 뽑아 보았다. 뽑은

잡초는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整體性論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우리 민족

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대표적인 植
民主義史觀인데, 日帝에 의하여 養育된 金斗鍾 또한

이에 충실하고 있다.4) 신시시대는 原始時代로 정의하

고, 이천 년 이상 동방을 호령하던 고조선시대까지를

民間醫學 시기로 구분하여 의학이나 의술이 미미하여

단순한 경험의방만이 조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민족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의학에 대한 무

시와 폄하 등이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둘째, 他律性論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뛰어난 문화를 흡수하여 성

장했다는 논리이다. 고조선시대까지는 민족의학이 미

미하였으므로 삼국시대부터 외래의학을 적극 수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漢醫學과 印度醫說을

수입하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隋唐의 의학이 융성하

였으므로 이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整體性論
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외래문화 유입에 대한

한 날조를 질정하고 있다. 김두종의 이러한 역사기술은 한
국의학사 전편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3) 京城帝國大學의 醫學部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름만
바뀌면서 의사학교실이 생기는데 김두종이 초대 주임교수를
맡고 최남선의 장남 최한인이 조교수를 맡는다. 김두종의 
한국의학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양육된 서양의
사들의 역사적 사상적 정통성을 제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김두종의 권위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방 후
친일세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한국 현대사의 잘못된 시작
이었지만, 日帝 帝國主義의 傳導機關인 경성제국대학이 별
다른 수술 없이 서울대학교로 개명하여 지도자 교육에 앞장
선 것이 더욱 큰 문제였다고 본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유기하는 지도자들이 다량 배출된 원인이 여
기에 있고 생각한다.

4) 植民主義史觀에 철저한 김두종이 의학계, 학계의 수장을 지
냈을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덧붙여, 그의 식민주의사관이 일관되게
기술된 한국 의학사가 학술원 저작상, 한국 출판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일제
의 망령을 벗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지나친 과장이나 왜곡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半島史觀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또한 植民主
義史觀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데, 우리 민족의 활동영

역이 고래로 韓半島였다는 주장이다. 의학사와 직접적

연관이 적어보이나 식민주의사관의 기저를 형성하는

논리이므로, 김두종은 반도사관에 충실하여 의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활동영역이 과연 한반도

로 국한되는가? 만약 한반도로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반도사관의 주장은 옳은가 하는 문제들을 조명해 본

다.

 넷째, 中華事大와 관련된 부분이다. 중국 문화나 의

학이 항상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여 아이가 젖을

먹듯이 항상 중국 문화를 흡수했다는 논리이다. 이 또

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제가 다르므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섯째, 西醫事大이다. 西洋醫學이 삼국시대부터 우

리나라에 전래되었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西醫이므로

한국에서의 西醫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를 날

조하고 있다. 김두종이 가장 정성들인 부분이나 스스

로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있음을 드러낸 증거이기도

하다. 

여섯째, 宗敎觀과 文化觀에 대한 偏見 부분이다. 조

직화된 종교와 문화만이 유일하며 다른 이질적인 것들

은 소위 ‘科學’이라는 자로 재단하고 있다. 김두종

의 주술문화에 대한 폄하와 문화 발달에 대한 무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김두종이 상세의학

사를 어떻게 왜곡 날조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

두종의 역사왜곡과 날조는 자신과 동료들의 정통성 확

보와 면죄부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

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整體性論과 他律性論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

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서 다루

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整體性論
日帝의 植民主義史觀은 크게 整體性論, 他律性論 그

리고 黨派性論으로 구성되며, 韓民族의 劣等感을 조장

하여 영구 지배하려는 이데올로기로 개발되었다. 日帝
의 논리였으나, 일제시대에는 그들의 주구였고 해방이

후 한국사회를 주도한 엘리트집단인 親日 세력들의 대

표적인 자기합리화 수단이기도 하다. 西洋醫學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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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또한 일제에 의하여 양성되었고, 일제의 친위세

력으로 民族 및 民族文化 抹殺에 앞장섰던 만큼 식민

주의사관에 의하여 철저히 무장되었다.5) 

整體性論은 社會經濟史家들이 주장하는 세계사의

발전단계인 원시-고대-중세-근대의 단계를 한국이 온

전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他律性論이 전쟁사,

정치사, 역사 지리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에 비

해서 '整體性論'은 한국의 社會經濟史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이 중세봉건제 사회를 거치지 않고 있

다는 것은 곧 한국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강조하기 위

한 것으로 한국은 8-12세기 정도의 발전단계에서 정체

되어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멈춘 한국사회를 근대사회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일본 밖에 없다는 식민주의사관으로 연결했다.

黨派性論은 朝鮮이 당파싸움으로 망했다는 논리로,

조선의 멸망을 조선 스스로의 정치적 미숙에서 비롯되

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朋黨을 이루어 권력을 다투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가 추구하는 바이므로 비판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특히, 宣祖이후에는 권신과 척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림들에 의한 건전한 대결구도를 갖

추었던 만큼, 매우 이른 시기에 현대 민주주의를 정착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6) 소위 당파싸움이 가장 극렬

하여 계속된 換局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목숨을 잃은

肅宗 때는 가장 안정된 시기로 평화와 발전을 구가하

였다.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疲弊가 대

부분 일소되어, 英 正祖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영

정조 때도 사색당파가 고루 등용되어 붕당정치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안정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실제,

우리 역사의 질곡은 朋黨政治가 약화되고 어느 일방의

독재가 오래되었을 때 발생되었다.7) 당파성론은 본고

와 큰 관련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한다.

整體性論과 他律性論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였으

나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식민주의사관을 강화하는 강

력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쉽지 않다. 本稿에서는 민족문화의 폄

5)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으로 변신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일제에 의
해 철저히 양육된 김두종이 서울의대 의사학교실 초대 주임
교수를 지냈고, 변절자 최남선의 장남 최한인이 조교수를
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의사학교실은 의과대학에
서 유일하게 인문학을 연구하여 의학의 역사적, 사회적, 철
학적 배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6)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웅진닷컴, 2004,
p.282.
조선 붕당정치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기술하고 있다.

7) 조선의 붕괴는 老論의 독재로부터 시작되었다. 老論은 끊임
없는 수탈로 조선의 잠재력마저 제거하고 조선을 일본에 넘
겼고, 일제시에는 친일로, 해방후에는 친미로, 개인의 영달
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유기해왔다. 이들의 학통이 율곡 이
이로부터 시작됨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를 주로 정체성론에서 다루고, 외래문화의 찬양을

주로 타율성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해방이후 서양의학계를 이끌었던 김두종은 整體性
論과 他律性論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인식하였고,8) 이

러한 자신의 견해를 한국의학사에 충분히 반영하였

다. 그의 整體性論 은 목차 구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끝

없는 민족 문화의 폄하로 이어진다.9) 

  전체 목차를 보면, 상세의학사,10) 중세의학사, 근세

의학사, 최근세의학사, 최근 수난기의 의학과 독립된

한국의학 등 다섯으로 역사구분을 하고 있다. 그는 고

려시대를 짐짓 ‘중세’로 정하여 일제가 주장하던

‘조선은 중세 봉건사회가 없다.’라는 주장을 반박한

듯하나, 여전히 三分法을 사용하여 정체성론을 교묘하

게 부각시키고 있다.11) 어떤 의미에서 고려사회가 중

세봉건사회에 합당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려를 중세에 대입한 것은 한국 역사에 중세

봉건사회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12) 19세기 이후 다양

한 시대구분법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두종 스

스로 유물론자도 아니면서 당시 유물론자들이 즐겨 사

용하던 삼분법으로 우리 역사를 재단한 것은 일제의

처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역사발전단계는 각 사회

마다 고유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오래

전에 사계에서 보편화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 김두

종은 일제유산인 삼분법을 던져버리고 마땅히 다른 방

법으로 시대구분을 해야 했다. 적어도 왕조구분의 형

태를 유지했어야 했다.13) 

8) 金洪均, 앞의 논문, p.32.

9) 한국의학사에서 의학개관을 다루는데 해부학/생리학/병리
학/임상분과 등의 분류가 서양의학에 의거하고 있다. 한의학
을 서양의학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한의학적 분
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양養生, 의론, 의
방, 본초, 침구, 외과, 소아, 부인, 수의학 등의 분류는 어떨
까 생각한다.

10) 역사적 사료가 매우 부족한 시기이다. 김두종도 이를 고백
하며 추론으로 공백을 메웠다고 했다. 그런데 하필, 식민주
의사관에 입각하여 추론하였을까?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
한 지면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11) 李相信, 歷史學槪論, 신서원, 2004, pp.200~211.
삼분법은 르네상스기의 인문주의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시대
구분법으로 19세기에 이르러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단지, 마르크스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에 의하여 다시 주창되
었고, 19세기 이후 유물론자들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
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물론자들을 매우 싫어한 일제는 식민
주의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며, 일
본과 달리 조선은 역사상 봉건사회가 없었으므로 정체되었
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12) 김두종과 같은 역사구분은 일제의 역사관에 반발한 유물론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제의 역사관
에 대한 단순비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 민
족사와 관계없는 유물사관을 억지로 대입한 것에 지나지 않
는다. 김두종은 日帝와 같은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 해방 후 
위와 같이 변신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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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文化에 대한 貶下는 곳곳에서 자행된다. 呪術
과 관련된 우리 民俗을 모두 미신적 행위로 치부하여

고대 민속뿐만 아니라 현대 민속 모두를 미신적 행위

로 매도하고 있다.14) 

呪術은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주술은 원시의

학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經驗醫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치료효과가 없다면 누가 주술에 의존하

겠는가? 東醫寶鑑에서는 질병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

는데,  痾-瘵-病이15) 그것이다. 痾는 불편한 증상이 있

는데, 자고 일어나면 낫는 것을 의미한다.16) 瘵는 痾가

좀 더 진행하여 자고 나서도 불편한 증상이 가시지 않

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祭를 지내야 한다. 祭를 지

내어 낫는 것을 瘵라고 한다.17) 瘵는 주술로써 고칠

수 있다. 祭를 지내도 낫지 않는 것을 病이라 한다. 病
은 丙火로 인한 것이니 그야말로 臟腑病이다. 이때는

醫師가 藥物과 鍼灸로 고쳐야 한다.

 질병의 단계로 보아, 病에 이르기 전인 痾와 瘵는

주술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 病에 이르렀을 때도

주술과 같은 精神療法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醫學史를 보면 고대에 醫者와 呪術師간의 투쟁이 보이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醫書의 첫머리는 항상 마음

을 다스리라는 말로써 시작한다.18) 마음을 다스리는데

환자의 믿음이 있

다면, 주술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겠는가? 현대의

정신요법이나 각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적 안수

기도 등은 많은 치료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주술과 관련된 民俗이 매우 발달하였

다. 마을마다 성황당, 장승, 솟대 등이 있었으며, 예전

어머니들은 틈만 나면 井華水를 떠놓고 빌었다. 불교

가 전래된 지 천오백 년이 넘었고 천 년 이상을 국교

로 신봉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절에 가면 三聖閣, 七
星閣 혹은 山神閣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정도로 민

13) 한국의학사는 세부적으로 보면, 왕조구분으로 되어있다. 
이를 억지로 상세-중세-근세-최근세-수난기와 한국(현대)로 
나눈 것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한다.

14) 김두종, 앞의 책, pp.3~4, pp.11~13.

15) 許浚, 原本 東醫寶鑑 完營重刊影印本 新增版, 南山堂, 
1998, 身形, 形氣之始, p.72.

16) 병질엄 안에 있는 阿는 부르는 소리이므로 痾는 아프다고
소리내는 데서 연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痾는 宿病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래된 병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자고 나면 낫
는다는 의미도 있다.

17) 勞瘵와 같은 경우는 깊은 병이므로 위의 설명과 상충하는
듯하나, 이때에도 祭를 지내듯 몸을 단정히 하고 酒色을 멀
리해야만 차도가 있으니 연관이 없다 이르기 어렵다.

18) 許浚, 앞의 책, 身形
李濟馬,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신일문화사, 1972. 
동의보감 신형문에서는 心身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반복적
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東醫寶鑑을 心身醫學의 창시로 
보고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은 동의보감의 심신의학을 한층 
발전시켰다.

속신앙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지금도 불교, 기독교, 천

주교를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해당 종교가 주창하는

종교관보다는 가정의 안녕을 비는 구복신앙으로써 종

교생활을 하고 있다. 외래종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술

신앙으로 변모된다. 주술을 바탕으로 한 민속신앙은

한국시대 혹은 신시시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뿌

리가 매우 깊다. 神仙術, 神道思想 등 우리 민족의 고

대문화인 ‘배달문화’가 민속신앙의 뿌리이다.

道敎, 神仙術, 神道思想 등은 김두종이 지속적으로

갈팡질팡하는 항목이다. 桓雄天王이 우리 醫藥의 創始
祖라고 하고,19) 道敎의 信仰的 淵源이 東方의 神仙術
이라고 하여20) 짐짓 우리 의학의 독자성을 강조한듯하

나 이후의 전개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 처음에는 道敎
가 동방의 神仙術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이후

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神仙思想이 행해졌다고 하고 있

다. 고대의학과 고조선의학에서는 우리민족의 神仙術
을 언급하다가, 삼국시대의학에 이르러서는 ‘漢醫方
의 수입’에서 ‘仙道術의 영향’으로 말을 바꾸고,

통일신라시대의 의학에 이르러서는 ‘道敎의 영향’으

로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 신선사상과 관련된 鍊金術
이나 房中術도 같은 방법으로 기술되고 있다.21) 

 이외에도 삼국시대에 있어 仙道術의 영향을 별도

장으로 마련하여22)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연원

은 東方과 관련이 깊다고 언급한 후 중국으로부터 영

향을 받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김두종의 기

술 방식은 우리의 우수한 고유문화도 외래문화인 것처

럼 포장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23)

아래 ‘半島史觀’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삼국시대까지도 우리 민족의 활동영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원, 동부 및 남부 해안지역 그리고

만주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었다.24) 따라서, 문헌상으

19) 김두종, 앞의 책, p.17.
법원 판결에 의거하면 고려 말부터 韓醫學은 독자성을 유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근래 연구에서는 삼국시대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김두종의 이 말을 발판으로 삼아,
한의학의 독자성을 神市時代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김두종, 앞의 책, p.23.

21) 김두종, 앞의 책, p.7, p.71.

22) 김두종, 앞의 책, pp.33~35.

23) 김홍균은 앞의 논문에서 ‘김두종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9.)라고 개탄하였
다. 

24)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 2004,
pp.24~67.
박창범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문기록이 중국, 일본의 역
사서보다 신뢰성이 높으며, 일식 관측 기록 지역이 고구려
는 바이칼호 근처 만주지역, 백제는 발해만 유역, 상대신라
는 중국남부지역, 하대신라는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추적하
였다. 천문기록은 주로 수도에서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삼
국시대까지도 우리 민족의 강역은 만주 전역과 중국 동남해
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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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동방의 神仙術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이다. 神仙術은 김두종이 이미 밝혔듯이, 적어도

神市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우리민족

은 神仙思想, 養生術, 鍊金術, 呪術, 醫術, 房中術 등
다양한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가

단편적으로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商은 동이

족의 나라이며 위와 같은 고급문화를 商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呪術이나 祭禮와 관련된 것도

商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었고 儒家를 이룬 孔子도

이러한 집단의 계승자였다.25) 道敎나 도가사상 또한

우리민족의 神仙術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老莊의 도가사상에서 養生術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으나,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鍊金術에 능통한 일

단의 집단이 양생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양생술에서

도가사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26)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의 연원이 동이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해주고 있다. 

神仙術은27) 적어도 神市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양생술, 의술, 주술, 방중술, 연금술 등은 통합

한 개념이었을 것이며 이는 桓雄天王에 대한 설명을

보아도 알 수 있다.28) 이러한 문화는 중국에 흘러들어

가 분화되어, 사상은 道家로, 祭禮는 儒家로, 養生術과

장안이 황하 상류에 자리잡고 있던 것도 당시 우리 민족의 
활동영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5) 皇帝를 고하는 封禪이 동이족의 주무대였던 泰山에서 거행
되는 점, 연금술과 주술, 제례 등이 동이족 활동무대에서 계
승되어 온 점 등 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 공자는 스스
로 동이족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모계를 통하여 주술과 제
례를 계승하였다.

26) Donald Harper, The bellows analogy in Laozi V and
Warring states Macrobiotic Hygiene, Early China 20, 
1995, pp.381~391.
하퍼는 위 논문에서 양생술에서 노장사상이 출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설정하고 있다. 마왕퇴, 장가산에서 새로이 발굴
된 양생관련 문건이 道德經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질
박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퍼이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
王卡點校, 老子道德經河上公章句, 中華書局出版, 1997, 
p.52.
‘視之不見 名曰夷’라고 한 구절도 치우천왕의 고사와 관련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배달문화에서 양생술이 발달되어 있
었고 이러한 양생술을 바탕으로 老莊의 철학이 전개되었다
고 생각한다.

27) 우리 민족 문화를 일컫는 말로 ‘배달문화’라 함이 더 나을
수 있다. 한국의학사에서는 ‘神仙術’이라는 말을 주로 사
용했으므로 이를 사용한다.

28) 김두종, 앞의 책, p.14.
“환웅천왕이 神市를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배포하신 수, 풍
백, 우사, 운사들을 거느리시고 穀, 命, 病, 刑, 善惡 등 오
대강목으로써 360 여조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일을 치화하
신 것이므로, 이미 神祭를 일삼는 巫呪의 職能과 神政을 배
포하신 군주의 직령이 一元的으로 행하여지게 된 때라고 볼
것이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당시 지도층은 祭와 政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식과 문화를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중술은 양생가 혹은 도가로, 醫術은 醫家로, 주술은

음양가, 연금술은 기술자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민족은 분열되어 華夏族에게 밀리면서 많

은 질곡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와중에도 神仙術의 전

통은 면면히 일부나마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29) 

양생술과 의술 또한 별도의 전통으로 이어지다 허준의

東醫寶鑑에서 다시 결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합이

조선에서 이룩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鍊金術은 간단히 神仙術에 묶어서 볼 문제는 아니

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神仙術이

主가 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것이다. 물론, 仙
丹을 만들기 위해 생긴 기술이라고 치부할 수 있으나,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연금술은 금속을 비롯한

자연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로 문명과 문화의 기

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高句麗의 연금술이

뛰어난 것은 仙丹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蚩尤天
王때부터 비롯된 靑銅冶金術이 고구려로 전승된 때문

이다.30) 韓民族은 앞선 청동야금술이 있었기에 중원을

비롯한 동북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김두종이 인용한 단편적 기록들만 보아도 ‘上世’

에 이미 뛰어난 醫藥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김두종은 이러한 기술들도 중국의 전래

를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며 애써 사실을 외면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 약초가 그 지방 특산물이

면서 효능이 있다는 것은 그 지방 주민이 먼저 사용해

보아 치료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다. 해당 약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다른 지

방에서 그 약초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김두종은 본말을 전도하면서 사실을 왜

곡하고 있다.31) 

 약재의 출산지로 朝鮮 高句麗 百濟 등이 열거된 것

은 해당 약초의 醫藥的 지식이 해당지역으로부터 중국

29)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음양오행과 별자리 그림, 고인돌에
나타나는 별자리 그림 등, 신라의 신도사상, 화랑도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동양학의 이론적 근거인 음양오행설과 천인
상응설은 배달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30) 임승국,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2000.
앞선 청동기술로 蚩尤는 黃帝에 연전연승한다. 중국 사서의
기록으로도 치우는 청동무구를 쓴 괴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기 훨씬 이전에 韓民族은
청동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청동기 시대가 치우천왕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한단고기에 따르면, 3300여년의 한국시
대가 끝나고 신시시대가 시작하는데, 신시시대가 바로 청동
기 문화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문명의 시작
으로 한국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동야금술은 BC
31세기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
와 같은 가정이 증명되면 이보다 몇 세기 전인 배달 환웅때
시작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다.

31) 김두종,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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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래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두종은 정체성론으로

우리 민족 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한

것이다.

方言, 說文에 보이는 朝鮮 言語에 대하여 평하

기를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소개된 용어만으로써 곧

병리학적 지식의 여하를 비평할 수는 없으나, 이 용어

들은 대개가 질병에 관한 일개의 증상을 설명한데 지

나지 않는 것이고, 질병의 전증상군을 표현하는 병리

학적 술어는 아니다.”32)고 하였다. 일개의 증상들인

이유는 해당 서에서 단편적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이지

朝鮮에서 단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 별도로 정

의했다든가, 초목이 사람에 상처를 입힌 것을 별도로

정의했다든가, 藥毒에 대하여 분류했다든가 하는 것은

당시 醫藥 技術이 매우 전문화되었고 상당히 발달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魏志東夷傳에 읍루인, 後魏書, 勿吉國下에 矢毒에

人이 死하는 것은, 그 당시 이미 殺人的 毒藥이 제조

된 것이며, 毒藥을 矢에 전한 것은 외용약의 첩도방법

이 행하여진 것이며, 약을 煮하여 毒氣를 강케 한 것

은 제약에 관한 화학적 지식의 진보를 의미한 것이

다.”33) 라는 구절은 김두종의 말대로 당시 발달된 화

학적 의약적 기술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醫術도 상당히 발달하여 중국보다 뒤질 것이

없었음은 여러 기록에서 보이는 바, 김두종은 이러한

의술발달도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

하고 있다.34) 

  반면, 일본에 대하여는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백

제와 신라에서 일본에 전해진 기록이 많으니 김두종도

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 문물이동

의 경우에도 역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술

한 부분도 있다. 특이한 것은 新羅의 의술에 대하여

독자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35) 

백제가 일본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醫藥분야

를 제외하더라도 문화사적으로 백제문화를 제외하면

일본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라의 독자성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까지의 김두종식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정체성

론으로 우리 민족과 문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

래문화를 흡수하지 못한 신라는 미개한 문명을 지녔다

고 매도할 만한데 오히려 독자적 발전을 이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슨 까닭일까? 고조선에 대하여는 문

32) 김두종, 앞의 책, p.22.

33) 김두종, 앞의 책, p.24.

34) 김두종, 앞의 책, p.30, 59.

35) 김두종, 앞의 책, p.50, 57, 63, 77.

물이 전해지지 않은 몽매시대였다고36) 폄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신라는 통일신라와 고려를 잇는 중요한 혈맥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두종은 고려는 철저한 신라 문화의

계승자이며, 모든 문물제도를 唐에 의존했다고 주장하

고 있으므로 신라를 짐짓 높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라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다. 신라의 활동영역이 한반도로 제한되던 것으로 파

악되었고,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호도할

수 있고, 불교의 막강한 영향 하에 있었던 점도 半島
史觀, 중화사대사상, 서의사대사상을 가진 김두종의 입

맛에 맞았을 것이다.

醫學에 대한 무지도 드러낸다. ‘醫’를 파자하여

설명하면서,37) 殳를 단순히 병장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惡精을 내좇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殳는 사람을 해치는 병장기가 아니라, 사람을 일정 범

위 밖으로 내치기 위한 병장기이다. 예전에 역병에 걸

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기 위한 도구였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병에 대한 대처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

하며, 더불어 예방의학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그 와중에 한의학에 대한 폄하도 빠뜨리지 않고 있

다. 한의학 기본이론인 음양오행설을 기본 지식도 없

이 비판하고 있다.38)  

조셉 니담조차도 陰陽五行說은 훌륭한 이론이었다

고 인정하고 있다.39) 또한, 아직도 한의학의 기본이론

및 임상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론을 스스로 이해하

기 어렵다고 과학적 몽매시대의 유물로 매도하고 있

다. 또한, ‘과학적 몽매시대’ 또한 사실과 다르다.40) 

조셉 니담은 알프레드 포르케 말을 인용하여 “16세기

유럽인은 자연과학에서는 송대(12세기)의 중국 철학자

36) 김두종, 앞의 책, p.19.
한국시대와 신시시대를 제외하더라도, 고조선은 BC 24세기
부터 동방사회를 지배한 발달된 문명을 지닌 국가였다. 중
국이 고조선을 본격적으로 넘보기 시작한 것은 중국대륙이
통일된 후에야 가능했다. 중국이 통일된 후에도 백년이상이
나 秦漢과 대등하게 겨루어왔다. 그런 막강한 국가에 어찌
몽매시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2천년이상의 역사를 지닌 왕
조가 어찌 신생 왕조보다 문화수준이 낮을 수 있겠는가?

37) 김두종, 앞의 책, p.12.

38) 김두종, 앞의 책, p.31.
위의 내용에 덧붙여, 음양오행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
면서 잘못된 이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39) 조셉 니담.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을유문화사, 1989.
니담은 음양오행설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인정한다. 단지, 18세기이후 서구 과학화에 걸맞는 변화를
보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40) ‘과학’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하여 김두종이 정확히 인식하
였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 대부분 양방의사들이 생각하듯이 
서구적인 것은 과학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과학이라고 생각
했던 것은 아닐까?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은 물리학을 지칭
하는 말이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생물학도 과학으로 대
접받지 못하였다. 의학은 더더욱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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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더 진보된 것은 조금도 없었다.”41)고 동북아

과학의 선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김두종은 역사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

에도 우리 문화에 대하여는 폄하하고 있으며, 증거가

희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문화에 대한 폄

하는 日帝에 의하여 西洋醫學을 養育받은 자신의 정통

성을 강변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것은 미개하므로

일제로부터 양육 받은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고, 특히

발달된 서양의학을 배워 미개한 우리 민족을 계몽하였

다는 비뚤어진 자만심의 발로인 것이다. 

2. 他律性論
 식민주의사관의 다른 한 축은 他律性論이다. 타율

성론은 한반도의 地理的 特殊性을 강조하여 한국은 대

륙에 붙어 있는 반도적 성격으로 파악하거나, 만주와

민족적, 경제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동일한 운명을 지

녔다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한국을 대륙이나 만

주에 부속시켜 獨自性이나 主體性에 대한 생각을 약화

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독자적

인 발전을 해온 나라가 아니라 外勢의 干涉과 壓力 그
리고 養育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金斗鍾은 정체성론에서 그러했듯이, 他律性論을 통

하여 자신의 正統性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간섭과 양육을 통해서만 발전되어 왔으

므로 선진문물을 지닌 일제에 의하여 양육된 자신이

선진의학인 서양의학을 우리 민족에 전파하는 것은 의

학사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먼저, 目次에서부터 이러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오백년 의학사에서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장구

한 역사를 하나의 편으로 기술한 반면, 마지막 임금인

고종 순종시대 의학을 「最近世醫學史」로 별도로 한

편을 지정하여 정성을 들였다. 西洋醫學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두종은 日帝時代와 마찬

가지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격변의

시기이기는 하나, 서양의료가 대부분 외국인과 소수

지도층 인사에 한하여 시행되었다는 점과 당시 서양의

학이 매우 초보적이 수준이라 치료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세함은 정도를 지나치고 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목차에서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제

수난기와 해방이후 의학사를 한 편에서 다루고 있다.

해방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도 日帝時代
와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을 의연 중에 드러내고 있

41) 조셉 니담. 앞의 책, p.410.

다. 日帝에 의하여 양육된 金斗鍾으로서는 친일세력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일제의 연속이라고 느끼

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 와중에도 한의과대학 설립

과 관련하여 한방의학이 대학으로서 성립된 데에 대한

불만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42) 

漢族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민간의학 만이 있었다

고 생각하고 있다.43) 김두종이 생각하는 민간의학은

이론적 배경이 없는 경험의학을 말한다.44) 당시 중국

은 500년 이상의 분열과 전란시대를 거쳐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45) 고조선은 2천여 년의 통

일왕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찌 소위 ‘漢土’46)의

문물이 고조선을 앞설 수 있겠는가? 현재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한토의 문물을 일방적으로 흡수한 것

으로 보는 것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단순한 사

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47)

김두종은 우리의 文化 形成이 다른 선진 문화의 양

육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학사에서 뛰어나 보이거나 독창적인 것이 있으면, 

이는 다른 문화의 영향으로 그러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약간의 연관이 있으면 분명히 전래되었다고 주

장하고, 전래의 흔적이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치 전

래된 것인 양 정황을 설정하고 있다.48) 

  백제의 의학은 매우 발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종은 醫心方에 실린 百濟新集方 처방내용은

갈홍의 <肘后方>이라고 주장하나, 김홍균의 연구에 따

르면 상기 처방은 갈홍의 어떠한 저서에도 보이지 않

는 독창적인 처방이라고 한다. 백제의 의학이 일방적

수입이나 양육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두종은 백제가 남조의 의학을 수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백제의 의학이 남조에 영향

42) 김두종, 앞의 책, p.553.

43) 김두종, 앞의 책, p.4.

44) 김두종, 앞의 책, p.553.
한의학이론은 空論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민속적 경험방만
남는다고 한의학을 폄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생각하
는 민간의학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45) 춘추전국시대는 BC722년부터 시작하여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BC221년까지 오백 년 동안 지속된다. 춘추전국시
대 국가들 중에 동이족의 나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되
었든 중국이 泥田鬪狗하는 동안, 고조선은 왕조와 문물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중국이 통일되고 힘을 기른 연후에
야 고조선을 침략할 수 있었으니 고조선의 강대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6) 漢土를 김두종은 자주 사용하는데 어디를 의미하는지 분명
하지 않다. 전체 기술로 보면 현재 중국 전체를 오래 전부
터 漢族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뒤에
서 거론하겠지만 중원을 비롯한 중국의 곡창지대는 우리 민
족의 강역이었다.

47) 司馬遷의 史記는 漢族의 歷史的 詐欺라는 지적도 사마천
의 왜곡과 날조를 이르는 말이다.

48) 김두종, 앞의 책,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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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적어도 상호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정도로 기술했어야 마땅하다.

  외래문화 접촉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백제

의 해양문화가 발달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긍정

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두종은 백제의 주체적

외래문화 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가 미개

했지만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고

구려보다 빠른 문화적 진보를 보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49)  

나아가, 백제가 醫藥을 분업한 것도 백제 자체의

문화적 역량이 아니라 남북조의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50) 또한 음양오행설이 불교의 사원소설

에 의해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서양의 사원소설을 염두에 둔 기술로 보인다.51) 

  또한, 약초를 소개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였

다고 기록된 약초들이 마치 중국의 감화를 받아 이루

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하였

듯이, 주객이 전도된 설명이다.52)

 “위지동이전에 ‘부여는 군사가 있음에 天에 祭하

고 牛를 殺하여 蹄를 보아 길흉을 점하는데, 蹄의 解
가 흉이고 合한 것이 吉이라’하며, ‘濊는 星宿을 候
함을 요하여 미리 年歲의 豊約을 안다’고 記한 것이

있다.”53)고 하면서 牛蹄占術을 南方蠻族에 비유하고,

占星術을 앗시로바빌로니아 점성술에 비유하여, 부여

의 이러한 풍습이 남만과 바빌로니아로부터 영향을 받

은 것인 양 기술하고 있다.

 급기야는 神市時代부터 전승된 신선술과 관련이 깊

은 鍊金術에 대하여도 고구려 연금술은 印度로부터 전

래되었으며 이는 서양문화의 전래와 관련이 깊다는 암

시를 하고 있다.54) 

  백제의 의술이 뛰어나 일본에 전래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사실대로 기록하면서도 역으로 백제가 일본

의 영향을 받은 양 왜곡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문화

수준이 매우 낮아 백제-일본의 문화교류는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되는 일방적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두종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55) 

  반면, 신라의 문화적 약진에 대하여는 매우 상세히

기록하며, 당의 영향으로 단시일에 그러한 문화적 성

49) 김두종, 앞의 책, p.47.

50) 김두종, 앞의 책, p.43.

51) 김두종, 앞의 책, p.7.

52) 김두종, 앞의 책, p.26.

53) 김두종, 앞의 책, p.21.

54) 김두종, 앞의 책, p.46.
스스로도 계통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렵다고 해놓고 고구려에
수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의도에 맞추어 역사 꿰어 맞
추기를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55) 김두종, 앞의 책, pp.5~6.

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듯이 기술하고 있다. 신

라가 唐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나, 미개 상태에서 일방적 수입으로 보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 더 논의되겠지만, 신라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며, 김두종이 생

각했던 것보다 신라의 활동은 더욱 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의 문물뿐만 아니라 서역과도 교류가 활발

하였다고 한다.  그러했기에 통일이후 경주는 인구 백

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당의 수도 장

안의 몇 배에 달하는 인구였다고 한다. 활발한 문화

교류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것은 문화적

역량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융

합되어 사라질 것이다. 한때, 중국을 지배했던 몽고나

여진족이 자신의 正體性를 상실하고 漢族의 문화에 스

며든 것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신라는 뛰어난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에 당이나 서역의 문물을 받아들여 내재

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56)

결론적으로 김두종은 고조선시대까지는 民間醫學으

로 이론적 근거 없는 경험의방이 조금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漢醫學과 印度醫說을

본격 수입하고 이 와중에 서양의학의 영향도 간접적으

로 받았으며 일본에 의학을 전해주는 과정에 역으로

일본의 영향도 받았다는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통

일신라시대에는 수당의학의 융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漢醫學을 본격적으로 수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두종이 이러한 他律性論에 입각하여 상세의학사

를 전개한 것은 日帝에 의하여 서양의학을 배운 스스

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의학사를 보더라

도 지속적으로 외래의학을 수입하여 의존하였으므로,

지금은 발전된 西洋醫學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논리이다.

  문화는 상호교류 속에서 성장한다. 어떠한 문명도

독자적으로 성장한 경우는 없다. 잘 알려진 그리스, 로

마 문명도 그러했고, 漢族의 문화도 그러했다. 문화의

상호교류 속에서 나의 독자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문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

으면, 그 문화는 사라지고 만다. ‘整體性論’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높은 수준의 문

화를 향유하고 있어 漢族을 교화시켰으며, 이후 漢族
의 문화, 불교문화, 아라비아 문화 등을 교류하였다. 

우리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외래문화와

의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고, 우수한 문물은 받아들여

56) 漢族이 인도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 시기이
다. 당의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
면 한족의 문화는 소멸되었을 것이고, 주자의 성리학도 존
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족이 숱한 이민족의 침략 속에서
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문화적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 민족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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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역량이 있었기 때문이

다. 우리 민족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

지 세계사적 조류에서 잠시나마 뒤처진 것은 조선말

일당독재가 계속되면서 안으로 피폐해지고 밖으로는

교류가 소원해진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半島史觀
半島史觀은 植民主義史觀의 일부이기도 한데,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로 국한시켜보는 사관이다. 

한때 반도사관이 극성을 부려 한국 고대사 모두가 이

로 인하여 심하게 왜곡되었었다. 극단적으로 고조선의

활동 영역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활동 영역도 한반도

내로 국한시키기도 하였다. 지금은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우리 민족의 강토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

으나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7) 

  김두종은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에 관한한 대체로

반도사관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있다.58) 고조선의 영토

를 한반도로 국한하고 만주는 漢이 차지하였다고 설정

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활동 영역에 대한 기

술도 마찬가지이다.59) 

고구려가 북으로 漢土와 접하고 있다는 것은 漢族
이 만주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백제가

바다를 격하고 있었다는 것은 백제의 활동영역이 한반

도 내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며, 신라가 漢土와 가장 멀

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신라의 영토 또한 한반도 내

로 국한되었다는 뜻이다. 

  최근의 박창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활동영역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만주와 중국 동부

와 남부 해안지방이었다고 한다.60) 박창범 교수는 삼
국사기의 천문기록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일식으

로 비교 검토한 결과, 중국사서는 약 70%정도의 실현

율을 보였고, 일본사서은 35% 정도의 실현율을 보인

반면, 삼국사기는 80%이상의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삼국사기의 천문기록을 근거로 천

문관측 장소를 추정한 결과, 고구려는 바이칼호수에서

가까운 북만주지역에서, 백제는 발해만 유역에서, 그리

고 신라는 서기 201년 이전의 상대시기에는 양자강 유

역에서, 서기 787년 이후의 하대에는 한반도 남부지역

에서 관측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문관측은 국왕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57) 임승국, 앞의 책, p.26.
삼성기에 따르면, 당시 우리민족의 강토는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이며 전체 12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8) 김두종, 앞의 책, p.4.

59) 김두종, 앞의 책, p.4.

60) 박창범, 앞의 책, pp.24~80.

에 하나임을 감안하면 천문관측 장소는 바로 해당 국

가의 수도이며 그 국가의 중심부이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활동영역이

북만주에서 양자강에 이르는 중국 중심부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唐이 수도를 중원에 세우지 못하고 長安에

세웠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박창범의 연

구는 그동안 사학계에서 풀지 못하던 백제와 북위간의

군사대결 등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부에서 대륙백제에 대하여 한반도백제의 속

방으로 여겼으나, 박창범의 연구는 대륙백제가 본류였

음을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가 건국하면서 국가이름을 ‘다물’이라고

한 것은 고토회복의 의미가 있으며,61) 이는 고조선시

대 혹은 신시시대의 영역이 박창범 교수가 밝힌 것보

다 훨씬 넓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半島史觀 측면에서 김두종은 발해에 대하여 설명하

지 않고 있다.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그

의 반도사관에 어긋났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

성이 더욱 크다. 발해에 대한 왜곡은 신라에서부터 시

작되었는데, 당시 당과의 외교에 있어 신라와 경쟁관

계에 있었기 때문에62) 발해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었

다. 말갈이 세운 나라라는 폄하 또한 미개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후 신라통 김부식이 이를 계

승하여 우리 민족사에서 발해를 지웠으며, 조선시대

유득공이63) 민족사를 다시 정리하기까지 발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잊혀져왔다.

  최근 북한 장국종의 연구에 따르면,64) 지금까지 알

려진 바와는 달리,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말갈족은 10%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고 한다. 즉, 대부분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것이다. 그

들의 생활 문화 또한 고구려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었다고 한다. 고조선시대부터 실용화한 온돌문화

도 발해가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발해에 대한 논란

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연구라 아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하여, 지금까지의 통설대로 고구려 유민

이 10%이고 말갈족이 90%라고 하여도, 발해는 우리

민족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해의 문화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 발전했기 때문이다. 말갈은 고

구려 때만 하여도 고구려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생활한 같은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혈통적으로 보아도

61) 임승국, 앞의 책, p.23.

62) 외교적인 측면과 두 나라 지식인들의 태도에서도 서로 치
열했던 대결상은 입증이 된다. 崔致遠이 唐 昭宗에게 보냈
던 謝不許北國居上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3) 유득공은 그의 渤海考(1784) 서문(序文)에서 신라와 발해
를 ‘南北國’이라 서술함으로써 ‘삼국시대’에 이어 ‘남북국시
대’를 우리 역사상에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64) 장국종, 발해국과 말갈족, 중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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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달민족의 한 갈래이다. 말갈을 이르는 말은 매

우 다양한데, 숙신, 읍루, 물길, 말갈이라고 하였으며, 

발해가 망한 후에는 여진이라고 불렀다.6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숙신은 우리 배달민족을 일컫던 말이었다. 

같은 배달민족이었는데, 흉노처럼 고구려 이전에 갈라

져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혹은 우리 민족 중에

백두산 근처에 사는 미개한 부족을 말갈이라고 칭했다

고도 한다.

김두종이 半島史觀에 집착한 것이 일견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정체성론과 타

율성론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사관이 바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의 이론

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스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고 항상 외래문화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

로 반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륙의 거친 황야를

달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구석에 웅크리고 있

으면서 자족의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해서 日帝나 김두종이나 반도사관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반도사관을 버리면, 식민주의사관 전체가 무너

지므로.

世界史的으로 살펴 보건데, 半島는 문화를 꽃 피우

는데 매우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 문화가 그

러하였고 로마 문화가 그러했다. 누가 그리스문화와

로마문화에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적용할 것인가? 시

오노 나나미에 따르면,66) 로마문화를 분해하면 로마

고유의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海洋文化와

大陸文化가 부딪히는 반도에서 이민족들의 다양한 문

화를 로마라는 용광로에 끌어들여 새로운 문물을 만들

어냈던 것이다. 이제 로마문화는 유럽문화의 뿌리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문화의 독자성은 외부와의 격리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 여부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67) 

4. 中華事大
 김두종은 우리 문화는 대부분 소위 ‘漢土’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68) 하지만 김두종의 中華事大
65) 여진이 세운 금과 청에 대하여 민족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진은 배달민족의 한 갈래임에 
틀림없다. 청 태종이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수로왕릉의 풍
수를 살폈다는 야사 또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배민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고려는 2차 남북국시대로, 
조선은 3차 남북국시대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66)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한길사, 1995.

67) 동북아의 해양문화가 매우 취약하여 항상 한반도로부터 수
유된 점이 일제의 자존심을 건들었을 것이다. 해서 자신들
의 섬 문화처럼 한반도 문화도 양육된 것이라 생각한 것이
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68) 김두종, 앞의 책, p.4., 5., 46.

는 이전의 중화사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中
華事大主義로 무장되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하

여 대부분 모든 문물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고 기

술한 것이다. 

  김두종은 日帝와 西洋醫學 및 文化에 傾倒된 사람

이기 때문에 中國文化나 東洋文化에 대하여는 매우 폄

하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화사대의 내용은 많으나 김

두종 자신은 중화사대주의와 관련이 적다.69) 김두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식민주의사관을 활

용하였듯이, 중화사대주의를 활용했을 뿐이다. 事大主
義者는 자신의 이익과 영합하는 나라를 事大할 뿐이

다.

中華事大主義는 뿌리가 매우 깊다고 한다. 고려 김

부식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하고,70)  중국 연호를

쓰기 시작한 신라 태종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

기도 한다.71) 고려 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별도로

쓰기도 하였으나, 조선에 와서는 공자와 주자를 모시

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기자묘를 평양에 조성하기도

하였다. 조선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중화사대주의는

골수에 미치게 되었다. 

  중화사대주의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은 이외에

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사

대였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강토는 한반도, 만주, 발해만 유역, 중국 해안

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요동과 만주 그리고 한반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만 하여도 중국을 통일한

수, 당과 오랫동안 겨루었고 대부분 전쟁을 승리로 이

끌었다.72) 발해만하여도 그만한 국력이 있었다. 하지

만, 발해만 유역과 만주를 잃은 고려부터는 상황이 많

이 달라진다.

國力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면서 더 이상

중국과 소모전을 거듭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69) 여기에서 김두종의 민족문화 폄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국 문화를 우리 
민족이 일반적으로 수입하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70) 단재 신채호는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구의 병화보다 조선사
를 저작하던 기인들의 손에서 더 탕잔 되었다 하노라’고 탄
식하였다.

71) 당시 신라는 백제와 존망을 건 대치국면이었고 고구려와의
연합에 실패한 상태였기에 생존을 위하여 당과의 연합이 필
수적이었다. 

72)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급기야 망
하고 만다. 고구려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를 이은 당이 연이어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구려
도 국력이 소진하기에 이른다. 침략과 청야전술, 그리고 가
뭄이 맞물리면서 고구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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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더라도 경제, 사

회적 피폐함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大
國에서 小國으로의 변화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事大는 이러한 외형상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당초,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하여도, 오랜 事大는 생

각의 변화까지 불러일으켰다. 위에서 예로 든, 극단적

사대의 예는 바로 그러한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화사상은 고려 오백

년 문치주의를 거치면서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였고

조선의 주류가 되었다.73) 조선을 세운 유학자들의 명

에 대한 태도나74) 조선 후기 성리학의 발달과 함께 朱
子를 사모하는 老論에 의한 교조주의 등은 이러한 것

을 잘 설명하고 있다.75)  또한 성리학이 융성해지면서

교조주의에 빠지면서 그러한 폐단을 극단적으로 들어

냈다. 하지만, 언제나 國本을 잊지 않았으며 주체성을

기르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근래 일부

지식인들처럼 스스로 중국의 일개 군현으로 편입되고

자 하지는 않았다.76)

  지금 우리는 조상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있다. 국력

이 강하지 않고 분단되어 있으니 우리의 운명은 주변

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정부가 미국과 동조하는 것을

‘事大主義’라고 매도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와 미

국의 소원한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守舊’라고

매도할 수 있는가? 영국은 주체성이 없어서 사사건건

미국에 동조하고,77) 프랑스는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의

결정에 따르고 있는가?  현명한 외교와 국력 신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73) 중화사대주의는 부정하고 싶지만 역사적 사실이었다. 소국
으로 전락한 후, 생존을 위한 외교였다고 하지만 초기의 이
러한 전략은 후에 사상적 문화적 변화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74) 전쟁을 피한다는 명분은 있었으나 조선을 세운 유학자들
대부분 중화사대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호를 
정하는데 있어 주원장의 허락을 받은 일도 민족 역사상 전
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화사상은 사대부 사
이에 계승되어 아무런 이득 없이 호란을 야기한다.   

75) 일본에 유학 다녀오면 일본을 사대하고, 미국에 유학 다녀
오면 미국을 사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 강대국들은 
오래 전부터 해마다 국비 유학생을 뽑고 있으며, 이러한 프
로그램의 수혜자들은 귀국하여 사회 제 분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6) 2004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일군의 노인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일개 주로 편입하라는 주장
이었다. 놀라운 것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식자층이었
다.

77)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켜왔다. 특히 보
수당이 집권하면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노동당 블레어가
집권하자 예상과는 달리 미국과의 동맹을 역대 어느 때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영국인들은 블레어를 부시의 푸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다. 다수는 국
익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5. 西醫事大
西洋醫學에 대한 事大主義는 김두종이 매우 정성을

들인 부분이다. 본인의 正統性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상세의학사에서 서양 의학이

거론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김두종은 천

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상세의학사에서도 우리의 의학

이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의학이 일찍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하여 김두종은 먼저 불교의 전래에 주목한다. 불교 경

전에는 印度醫說이78) 있으므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인

도의설이 전래되었다는 것이다.79) 

  불교의 전래로 인한 인도의설의 영향을 별도의 절

을 마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삼국시대에서 ‘불교의

전래, 승의학, 인도의설’이란 제목으로 무려 6.에 가

까운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80) 통일신라시대의 의학

에서도 6면에 달하는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81) 이렇게

인도의설을 부각하는 것은 인도의설이 알렉산더의 원

정으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우리 의학은 이때

부터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

이다.

  “삼국시대이전에는 질병이 발생될 때에는 민간적

經驗方法 이외에 神을 위안하는 기도와 병마를 축출코

자 하는 巫呪的 방법으로써 그것을 퇴치코자 하던 것

이 불교의 수입과 함께 보살 내지 神衆의 힘을 빌어

病厄을 拔除코자 하는 풍습이 농후하게 되어,82) 승려

로서 의료를 겸행하는 승의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

리고 韓方醫學의 논리적 구성의 유일한 기초 지식인

陰陽 및 수, 화, 목, 금, 토, 五行의 哲理的 사상은 印
度醫說의 地, 水, 火, 風의 四元素說에 의하여 적지 않

은 동요를 일으켰을 것이다.”83) 

地水火風이 무슨 특이함이 있겠는가? 또 이로 인하

여 동요를 일으킬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김두종은 마치 불교의 地水火風 四元素說이 韓醫學에

큰 지각 변동이라도 일으킨 것인 양 기술하고 있다. 

四元素說을 강조한 것은 그리스 전기 밀레토스학파의

철학자들(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엠페

78) 醫說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다. 漢醫學, 漢醫方, 韓醫藥, 西洋
醫學 등 의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유독
印度와 佛敎에 관하여는 醫說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醫學’이라고 붙이기 쑥스러웠나보다.

79) 김두종, 앞의 책, pp.4~5.

80) 김두종, 앞의 책, pp.36~41.

81) 김두종, 앞의 책, pp.72~78.

82) 병액을 물리치는데 있어, 민속신앙의 주술적 방법과 불교의
방법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김두종은 민속신앙에 따른 기
도는 미신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절에서 보살이나 신중
에게 비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고 파악한 듯하다.

83) 김두종, 앞의 책,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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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클레스)이 물, 불, 흙, 공기를 四元素로 본 것을 알렉

산더의 동방원정으로 인도에 전해졌고 이것이 불교의

地水火風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서양의학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나 천주교 역사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김두종과 마찬가

지로 기독교나 천주교의 전래로 우리 민족이 암흑과

미개의 시대에서 개명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전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듯하

다. 임진왜란 당시, 왜국과 함께 우리나라에 온 천주교

신부의 행적을 중시한다. 실제, 그들이 포교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조선에 온 것은 왜군의 사기진작

이 주목적이었을 텐데도 임진왜란 당시 이미 기독교

혹은 천주교가 전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84)

이미 金洪均이 그의 논문에서 지적하였듯이, 김두

종은 한두 번의 가정이나 추정을 한 후 이를 사실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왜곡을 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西洋醫學과의 관계가 깊은 여러 가

지 요소도 첨가되어 있다.”85) 

  “印度醫說을 수입한 삼국시대의 의학 중에는 간접

으로 希臘醫學의 감화를 받은 요소가 섞여 있지 아니

하였던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86) 

 “고구려 연금술과 인도와의 사이에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 경로를 계통적으

로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알렉산더 大王
의87) 원정 후로 希臘 및 인도의 양문화의 접촉으로써

융합된 印度의 학술, 사상, 공예 등과 함께 그 술법이

고구려에 수입되지 않았던가를 추측할 뿐이다.”88) 

  알렉산더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우수했겠는

가? 그들의 의술이 대단하여, 인도의 인더스 강 연안

에서 열병으로 퇴각하였고, 소위 ‘위대한’ 알렉산더

는 33세에 요절하였는가? 印度醫說 중에 그리스의 의

84)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주장을 김두종도 하고
있다. 앞의 책 193~194.에 보면 ‘동의보감이 성립되기 좀 
전인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일본국에
서 실용되던 西醫學의 전통인 화란 및 남만류의학의 감화를 
보게 된 것이 있으며,..’라고 하여 마치 임진왜란때 西醫學
이 전래되었고 東醫寶鑑도 서의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듯
이 기술하고 있다. 김두종의 왜곡과 날조는 상상을 초월하
고 있다.  

85) 김두종, 앞의 책, p.8.

86) 김두종, 앞의 책, p.41.

87) 알렉산더에게 대왕의 칭호를 붙이는 사람들은 歐美人이거
나 西洋事大主義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일부를 아주 잠시 정벌한 알렉산더가 대왕이면, 아시
아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고 통치한 칭기스칸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저들은 ‘잔인한 놈(the Cruel)'이라 부른다.

88) 김두종, 앞의 책, p.46.

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유사하게 찾은 것이

四元素說인데, 이외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삼국의학

중에 印度醫說에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김두종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지만, 西洋
醫學의 영향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

하지 못하고 정황만 장황하게 나열하고는 마치 삼국의

학이 그리스의학에 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

양 기술하고 있다. 급기야는 神市時代부터 면면히 계

승된 鍊金術마저 인도를 통하여 고구려에 전래되었다

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西洋科學의 신봉자들은 역사적으로 서양과학이 항

상 우위에 있었다고 착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세기만 하여도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이 서양을 능가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실제 과학자보다는 비과학자 혹은 자칭 과학자들에

게서 많이 나타난다. 서양과학의 실체를 접하지 못하

고 간접경험하거나 겉만 살펴서 그러하다. 마치 뉴욕

의 맨하튼이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만 보고 미국에 반

하듯이.  

6. 宗敎觀, 文化觀에서의 偏見
  김두종은 서양문화에 경도되어 그 외의 문화나 종

교는 모두 미개하거나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이라고 생

각하고 있다. 물론, 정체성론이나 타율성론에 입각한

식민주의사관으로 무장된 김두종이 그러한 시각을 갖

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저습문화층의 사이에서 주술적 권능을 행

하고 있는 무당 곧 Medicine man의 굿, 마지, 
푸리 등에 고증할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민

간의학 중에는 원시인들의 주술관념이 많이 섞여 있

어, 이른바 주술의학과 경험의학이 서로 혼합되어 있

다. 이것은 우리의 민간의학이 민간인들의 합리적 경

험지식에 의거치 않고 전혀 주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이다.”89)

  지금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

안수기도에 대하여 김두종은 무엇이라 할지 궁금하다. 

갈수록 주술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서양의학의 정신

과 치료에 대하여 김두종이 무엇이라 할지 궁금하다. 

양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심인성, 스트레스라는 진단

과 이에 대한 치료가 김두종이 폄하한 미신에 의해서

효과가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우리들의 低級民俗 중에서 비교적 고유전통

의 형식을 계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굿 마지 푸
리 등의 행사를 보면 놀랄 만큼 샤만교적 마술법과

89) 김두종, 앞의 책,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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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精崇拜의 신앙이 남아 있으며, 그 행사를 주로 맡아

보는 무당의 직능에 있어서도 샤만의 직능과 거의

일치된다......아직도 현재 우리들의 低級民俗 중에 남아

있는 신앙적 영역에서 질병을 辟除코자 하는 양병, 구

귀, 벽사 등의 巫呪的 風習에 의하여서도……”90)

  “삼국의 분립상태로 인한 국가의 쟁패적 환경을

질병을 방어코자 하는 의학적 지식욕을 발동시킬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외래 의학적 지식의

수입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마 자

국의 권익과 위력을 빨리 신장코자 하는 政治, 外交
및 군사방면에 전력을 다 하였을 것이고, 학술, 기술

같은 것들은 그 종속의 경우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

이다.”91) 

文化發展에 대하여도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를 살펴 보건데, 경쟁관계에

있으면 그 문화는 더욱 발전한다. 또한 전쟁은 전체

문화 역량이 표현되는 것이며 문화의 발달은 국력 신

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의학은 군사력

유지에 필수 요건이므로 매우 발달하게 된다.92) 오히

려 경쟁국가가 없으면 문화는 퇴폐적으로 변질되어 건

강함을 잃게 된다.93) 

  한국시대, 신시시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이 매우 뛰어난 수준의 의학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대에 이미 국

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과 이웃과 쟁패적 관

계에 있었다는 점 등이다. 신시시대를 연 환웅천왕께

서 病을 五大綱目 중에 하나로 삼아 백성을 治化한 것

은 의학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

다. 또한, 잦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사들을 치료할 수

없다면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단고기
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고조선이 시끄러운 중국을 밑

에 두고서도 2천년이상 유지된 것이나, 고구려가 漢, 

隨, 唐과 수없는 전쟁을 하면서도 강토를 지킨 것 등

90) 김두종, 앞의 책, pp.11~13.

91) 김두종, 앞의 책, p.29.

92)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서 충돌한 문명은 상호간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전쟁은 바로 문명의 충돌이기 때문
이다. 어느 사회든 전쟁 후에는 비약적인 변화를 보이는 이
유이기도 하다. 특히 의학은 전쟁을 통하여 급속도로 발달
해왔다. 의술을 펼칠 기회가 많은 탓도 있으나 의술은 전쟁
의 주요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93) 이러한 예를 역사에서 무수히 살펴볼 수 있다. 로마의 멸망
도 그러했다. 개인적으로 고조선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이 오백 년이상 분열과 대립으로 상
호 경쟁하는 동안, 고조선은 동북방에서 상대적으로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평화는 文化의 퇴폐적 발달과 국
력 쇠퇴를 유발하였을 것이다. 漢이 침략하였을 때, 내분으
로 무너진 것도 당시 지도층의 정신적 허약함을 엿볼 수 있
게 한다.

은 높은 수준의 의학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Ⅲ. 결론

 金斗鍾은 整體性論과 他律性論을 바탕으로 한 植民
主義史觀으로 한국의학사를 기술하여 왜곡과 날조로

점철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 날조는 해방 직후의 시

대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日帝에 의하여 西洋醫學
專門家로 양육된 김두종이 자신과 동료들의 正統性을

확보하며 면죄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행한 것이다. 

자신의 정통성과 일신의 영달만 보장되면 민족이나 국

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원초적 생각에서 출발된

것이며, 김두종의 이러한 행각은 해방이후 지도층을

형성한 친일세력에 의하여 비호되고 고무되어 왔음을

그의 일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그의

상세의학사를 여섯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비판하였

다. 

 먼저 整體性論에 대한 것이다. 19세기이후 역사시

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물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三分法을 근간으로 우리 의

학사를 나눈 것은 민족 문화의 停滯性을 강조하기 위

한 수법이다. 우리 민속신앙을 지속적으로 미신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神仙思想, 鍊金術 등이 처음에는 우

리 민족 문화임을 설명하다 나중에는 중국 도교의 영

향을 받았다고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醫
藥 기술이 고대에도 매우 발달되었다는 증거가 있음에

도 이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백제의 의술이 일본에 전래되었지만 역으로 백제의술

이 일본에 영향을 받았다고 엉뚱하게 기술하고 있다. 

신라를 높이 평가한 후 당의 영향을 받아 그러하다고

한 점은 정체성론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고, 스

스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양학의 기본이론인 음양오

행설을 매도하고 있다. 김두종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정

체성을 강조하여 서양의학의 수입에 앞장 선 자신의

행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 혹은 날조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고대 문물인 ‘배달문화’은 神仙思
想, 養生術, 鍊金術, 呪術, 醫術, 房中術 등 다양한 고

급문화였고 중국에 단편적으로 전래되었다. 고조선, 부

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등은 이러한

배달문화를 계승한 국가였다.  

둘째, 他律性論과 관련하여서는 조선 오백년 의학

사에서 서양의학이 전래된 고종시기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 더불어 2천년동안 동북아를 호령한 고조선

의 의학은 민간의학 수준에 머물러있어 신생국가인 漢
醫學의 일방적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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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전래와 함께 印度醫說의 영향을 받았으며 더불어

간접적으로 서양의학의 영향을 삼국시대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대외무역으로 인구 백만

의 도시를 자랑하던 경주를 지닌 신라가 당 문화의 일

방적 수입으로 성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체성론

과 타율성론을 근간으로 의학사를 기술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문화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외

래문물을 수입해야 했으며, 따라서 일제에 의하여 서

양의학 전문가로 양육된 자신을 행각을 민족적 업적으

로 포장하기 위함이다.

  文化는 상호 충돌이나 교류를 통하여 발전하며, 外
來文化를 수용하려면 그만한 文化的 力量이 있어야 가

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몽고나 여진처럼 오히려 흡

수된다. 우리 민족은 배달문화라는 뿌리 깊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래문화도 수용하여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

셋째, 半島史觀으로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 내로 비정하고 역사를 기술하

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시대까지도 한반도, 만주, 발해

만 유역, 중국 동부, 남부 해안 지대가 우리 민족의 영

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두종은 한반도 내로 한정하

여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두종은 발

해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였다. 반도사관이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의 기저를 형성하기 때문에 김두종은 반도사

관에 집착하였다. 

  우리 민족의 고대시대 활동영역이 한반도로 제한되

었다고 하여도,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정체성과

타율성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반도는 항상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부딪히는 곳이므로 새로운 문화형성의 토

대가 되며, 우리 민족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히

려 섬이야말로 정체성과 타율성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中華事大는 모든 역사시기를 통틀어서 중국

문화가 항상 우수하였고 우리 문화는 항상 미개하였으

므로 중국 문화를 지속적으로 수입했다는 주장이다. 

김두종이 중화사대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

서, 우리 민족은 항상 열등하였다는 자신의 논리를 합

리화하기 위하여 중화사대주의를 차용하였다.

  우리 민족사에서 국력의 쇠퇴와 함께 사대 외교를

행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는 전략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강한 적을 앞에 두고 호기를 부리다 당한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지금도 그러하다. 현명한 외교와 국

력 신장이 함께 요구되는 시기이다.

  다섯째, 西醫事大는 서양의술이 일찍이 전래되었다

는 억지다. 삼국시대부터 印度醫說을 매개로 하여 그

리스의학이 전래되었다는 것이며 불교에 대하여 거론

할 때마다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구려의 연금술마저도 그리스 연금술이 인도를 통하

여 전파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김두종 자신의

정통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매우 정성을 들

이고 있다.

  서양과학이 동아시아 과학을 따라잡은 것은 17세기

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일로 그 전에는 교류가 있었

다하더라도 서양의학이 동아시아에 영향을 줄만한 것

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

주장을 펴다보니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宗敎觀, 文化觀에서의 偏見에서는 주술문화

에 대한 편견과 문화발전에 대한 편견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전래된 민속신앙은 모두 미신으로 매도하

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쟁패적 관계에서 문화 발전을

이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술문화는 모든 종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근래

에는 서양의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전래

된 종교는 모두 본래의 모습을 잃고 구복신앙으로 변

하였으며 이는 우리 민족 신앙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

다. 또한, 문화는 충돌과 교류를 통하여 발달하므로, 

쟁패적 관계는 오히려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김두종은 日帝에 의하여 西洋醫學 專門家로 양육되

었으며, 일제 시에는 親日派로, 해방 후에는 親美派로

변신한 자신과 동료들에게 정통성과 면죄부를 부여하

고 싶었고, 그러한 그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의 일생은 학계, 의학계, 문화계의

거두로 마감되었으며, 그의 제자들이 각계각층에서 우

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그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

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책이 나온 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94) 이를 반박하는 제대로 된 ‘한

국의학사’ 한 권 없는 실정이다. 

  의학사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왜곡 날조하면서

김두종과 그의 후예들이 한국에서의 서양의학 정통성

을 선전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항하는 한의계의 연구

가 미흡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가시적 성과

를 내고 있는 반면, 의학사는 김두종의 망령을 조금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94) 상세의학사와 중세의학사는 1954년 발표하였고, 한국의학
사는 1966년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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