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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Understanding the state of sanitation polic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Method : Analyze ‘Slang on hygiene practices’ found in Korean medical journal 『ChoSunEuiHakGye』 that 
published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analyze articles that were same theme. 

Results : Japanese colonial policy regards the colony people’s old adage of health as outrageous things. 
Japanese colonial police demands don’t use old adage of health because it is obstruction to colonial hygiene 
policy. 

Conclusion : The Japanese occupation health administration led by the Japanese police considered Korean 
people as significant. And they regarded old adage of health as harmful habits. In addition, the knowledge 
derived fro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as turned away outrageous thing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nowledge lost the chance of renewal. 

Key words : Korean medical journal 『ChoSunEuiHakGye』, Slang on hygiene, Japanese colonial 
hygiene policy, Japanese colonial police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8권 제1호(2014년 4월)

104

I. 서 론

『조선의학계』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한의학술잡지*1) 

중의 하나이다(그림 1). 당시 의학강습소 학생들과 의생

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였던 이 잡지에는 다양한 내용의 

학술적 기사들이 실려 있다. 그 중에 당시의 위생에 대

한 관념과 일제의 한의학말살 내지는 무시의 태도를 파

악할 수 있는 글이 하나 실려 있다. 바로 ‘衛生風俗에關

俚語’라는 제목의 글이다. 『조선의학계』제6호와 7호, 

8호에 걸쳐서 연재된 이 글에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속설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는 ‘항간에 떠돌며 쓰이

는 속된 말’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비슷한 말로

는 비사(鄙詞), 상말, 상소리, 속담(俗談), 속어(俗語), 

이언(俚言) 등이 있다. 『조선의학계』에 실린 이 글은 의

학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이전부터 내려오는 말들 중에 

속설로서 일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말

들을 수집한 것이다.

Figure 1. ChoSunEuiHakGye No.3
a

본 논문에서는 이 글을 분석하여 이러한 속설이 나

오게 된 배경과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일제는 왜 경찰의 힘으로 이러한 속설을 위생과 

연관하여 식민지 백성에게 알리려 했는지 등을 분석하

고자 한다. 속설이라고 모아놓은 것 중에는 한국을 대

표하는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실려 있으면서 

유의성 있게 질병치료 및 예방에 활용되었던 내용도 많

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왜 위생 정책에 방해가 되는 

내용으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소략하게 해보

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의 한의계의 상황 및 내부적인 모습에 대

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한

의학 제도, 한의학 정책 및 일제의 보건위생정책 등에 

대하여 다룬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신동원은 일

제강점기 보건의료정책과 한국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

하여 고찰하였다.2) 정지훈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한

의학술잡지의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학술적 경향에 대

한 분석을 하였고,3)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의 

광고를 분석하여 당시 한의계의 매약활용 실태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4) 황상익과 신동원은 조선 말기에 형성

된 근대보건의료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대하여 

단계별로 고찰하였다.5) 맹광호는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년 넘게 한국의 공중보건에 대한 고

찰을 하였다.6) 또한, 한지원은 일제강점기의 위생조사

와 관련한 서적을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의료민속

의 실태를 고찰하였다.7)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속설이 일

제강점기 한의계에 미친 영향과 일반인들에게 미친 영

향 등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위생에 대한 개념과 이

것이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속설이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효과가 무척이나 크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권력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억눌려지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준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의학 관련 

속설들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위생관념이나 한의계

* 일제강점기의 한의학술잡지는 1914년에 발간된 『한방의약계(漢方醫藥界)』로부터 『동의보감(東醫報鑑)』, 『동서의학보(東西醫學
報)』, 『조선의학계(朝鮮醫學界)』를 거쳐 『동서의학연구회월보(東西醫學硏究會月報)』, 1935년에 발간된 『동양의약(東洋醫藥)』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며 발간되었다. 그 중에서 1918년 월부터 1919년 월까지 발간된 『조선의학
계』가 이 논문의 저본으로 삼은 잡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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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lang on hygiene practices

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예방의학의 측면에서 중요단어인 위생이라는 개

념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

오는 과정이 질병예방의 측면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개

념으로 먼저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II. 본 론

1.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의 탄생 배경

『조선의학계』에 실린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를 고찰

함에 앞서 이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

다. ‘이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항간에 떠돌며 쓰이는 

속된 말’로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다. ‘이어’는 조선전기

에는 평민들이 쓰는 말로 해석이 되었고 언어학계에서

도 언문과 유사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8) 그런데, 일

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조선인들이 쓰는 속설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가 조선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의 여러 가지 의

학 관련 이야기들이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위생이라는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신에 가까운 속설이

라는 의미로 ‘이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함에 있어 질병의 확산을 막아 

조선인의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에 일본은 식민지백성을 불결하고 미개한 백성으로 여

기고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위생’이라는 개념을 등장시

킨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제는 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책자들을 만들어 내는데, 『조선위생풍습록(朝鮮衞生風

習錄)』, 『조선위생요의(朝鮮衞生要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적을 통하여 위생에 대한 계몽활동에 나섰다. 

『조선의학계』의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 역시 이러한 정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조선의학계』에 실린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의 첫머

리에는 이러한 말들을 조사하여 모아놓은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그림 2). 이 말들을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9)

에서 조사하여 수집한 것으로 민간에서 미신처럼 여겨

져 무턱대고 이를 따르는 백성들이 늘어나 사람의 목숨

을 앗아가는 일이 적지 않아 이를 경계하고자 이 글들

을 싣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식민지 경찰의 위생지배에 

관한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첫머리에 실

린 글은 다음과 같다.

무릇 향토가 다름에 따라 풍속과 습관이 서로 같지 않

음은 자연의 이치이니 이상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

금 동서의 교통이 열리고 거주의 변화가 서로 조화하여 

한 마을을 이루려는 시점에 다른 풍속의 폐단이 왕왕 

서로의 감정을 격조하게 하며 심리적 융합을 못하게 하

는 것이 있다. 특히 조선에서 그 감을 심하게 함은 진실

로 유감이 되는 바이다. 이번에 시도하기를 조선 각지

에 있는 언어관습으로 위생 및 풍속 등에 관계가 있는 

것을 조사하였다. 그 언어 중에 왕왕 후인으로 하여금 

귀감이 될 만한 것도 적지 않으나 그 다수는 부패한 유

학자와 무당의 무리가 망령되이 헛말을 만들어 세속의 

미신을 접하여 또한 습속을 만든 것이다. 그 미신이 만

들어진 곳에 혹은 국법을 범하며 인명을 손상하며 인권

을 유린하여 만행이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그것은 이른

바 민간치료와 같은 것이 이 또한 미신과 함께 하고 있

다. 오히려 지금 의연히 폐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서 이

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단함을 생각하면 측연하지 아

니함을 얻을 수 없으니 미신의 폐단이 이와 같으며 이

를 위생상으로부터 보면 완연하게 하나의 적국의 모습

이 없지 않다. 마땅히 뜻을 날카롭게 하고 힘을 다하여 

* 1910년 6월 한국의 경찰권을 완전히 이양 받은 통감부에서는 서울의 경시청과 지방의 경무국을 합쳐 경무총감부를 두었으며, 
그 조직 안에 위생계를 경무과 산하에 두어 서울과 지방의 경찰위생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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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신을 각성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고 위생의 일도 

또한 말하지 아니함이 불가함으로 금에 많은 언어습속 

중에 보통 인심을 규제하는 자와 양풍을 해하고 인생에

게 고독처럼 해를 끼치는 것의 일단을 나열하여 기록하

여 그 경계를 알게 하는 편에 제공하게 하노라.*

이 글에서는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인구에 회

자되던 건강에 대한 담론들이 모두 미신과 같은 것으로

서 폐단이 많으며 위생상 해로운 것이 많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풍속을 해치고 고독(蠱毒)과 

같은 폐해를 입히고 있다고까지 심하게 언급하고 있다. 

『조선의학계』에 이와 같은 글이 실리게 된 이유는 당

시 잡지 발행의 관행과 관계가 있다. 당시 한의계는 한

의학 말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

의 하나로 학술잡지를 간행하였는데, 이 또한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발행인을 일본인으로 앞

세워 발행하는 고육지책을 두게 된다.**10) 내용 또한 

검열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기에 ‘위생풍속에 관한 이

어’와 같은 글들은 잡지에 실어야만 하는 식민지배자들

의 권고사항이었다.

2.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의 구성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에는 상술한 서문과 같은 글

을 서술한 후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를 유익한 것과 해

로운 것으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위생풍속에 관하여 유익한 격언들을 소개

하고 있는데, 건강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

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몇몇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量이過면袋裂니라.(양이 과하면 주머니가 

찢어지느니라.)

一、 病은口로부터入니라.(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

느니라.) 

一、 物이腐敗치안이면蠅이來치안이니라.(사물

이 부패하지 않으면 파리가 오지 않으니라.) 

一、 過食은少食만못니라.(과식은 소식만 못하니라.) 

一、 許多鮮魚가有何獨鰒魚에限리오.(허다한 

선어가 있는데, 어찌 복어에 한하리오.) 

一、 良藥을備보다寧히食物을選라.(좋은 약을 구비

함보다 차라리 먹는 것을 가려라.) 

一、 口의愛바病도亦此를愛니라.(입이 좋아하

는 바는 병도 또한 이것을 좋아하느니라.) 

소식(小食)이나 청결 및 개인위생 등을 강조하는 말

로서 동서양의 구분 없이 많이 인용되고 인구에 회자되

는 내용들로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되

어 있다. 음식과 술을 절제하고, 부패하거나 상한 음

식, 익지 않은 과일, 독소가 있는 음식 등에 대한 경계

와 소식과 채식을 하고, 담담한 음식을 권장하는 내용

이다. 

다음에는 위생풍속에 관하여 건강에 해로운 격언 및 

습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몇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一、 他人의胎盤을盜食면孕胎니라.(다른 사람의 태

반을 훔쳐 먹으면 잉태하느니라.)

一、 幼兒에게鷄卵을食면語訥다고.(유아에게 계란을 

먹이면 말이 어눌하다고.) 

一、 汚染手足은寒威를防다고.(오염된 수족은 한위

를 방어한다고.) 

一、 室內가過히淸潔면福神히逃出다고.(실내가 지나

치게 청결하면 복신이 도망간다고.) 

一、 顏을洗고拭치안이면老야도額에皺를치안이
다고.(얼굴을 씻고 닦지 않으면 늙어도 이마에 주

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민간에서 일반인들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서 미혹되기 쉬운 말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근거가 부

족한 것도 있고, 의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을 오

해를 한 부분도 있다. 

3. 건강에 이로운 이어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학계』에 실린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들은 건강에 이로운 격언들과 위생풍속에 저

해가 되고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 『조선의학계』제6호에 실린 국한문 혼용체인 원문을 필자가 번역하였다. 이 글은 1915년에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발간한 
『조선위생풍습록』의 서문과 유사하다. 

** 『조선의학계』는 『동서의학보(東西醫學報)』의 속간(續刊)호이다. 잡지의 발행이 여의치 않자 발행인 조병근(趙炳瑾)이 일본인 
靑柳綱太郞의 명의로 1918년 3월에 『동서의학보』의 이름을 『조선의학계』로 고쳐 다시 발간하였다.



정지훈⋅이상재 : 『조선의학계』에 실린 ‘衛生風俗에關俚語’ 분석

107

건강에 이로운 이어들을 내용상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에 이로운 이어들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격언 

또는 금언들이다. 여기서는 건강을 유지 혹은 개선시키

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의식주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

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식생활과 음주에 관한 이야

기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거나 술을 적

당히 마시는 이롭다는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一、 大飮暴食은命을短케니라.(과음과 폭식은 명을 

짧게 하느니라.)

一、 食慾이多면即生을傷니라.(식욕이 많으면 곧 

생명을 손상하느니라.)

一、 一日의衛生은終日飽食치안이에在니라.(하루

의 위생은 포식하지 않는데 있느니라.) 

一、 酒伐性의狂藥이니라.(술은 성정을 없애버리는 광

약이니라.) 

一、 酒를善飮者酒로因야死니라.(술을 잘 

마시는 자는 술로 인하여 죽게 되느니라.) 

소식에 관해서는 『동의보감⋅내경편』의 양성금기(養

性禁忌)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소식과 더불어 강조하

고 있는 이야기는 술에 관한 내용이다. 과음으로 인한 

폐해와 이를 경계하는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다. 『동

의보감⋅잡병편』의 주독변위제병(酒毒變爲諸病) 등 여

러 곳에서 질병의 원인이 주색(酒色)의 과도로 인한 것

임을 밝히고 있다. 음식과 술을 절제함으로써 정기를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상기시키는 격언으로 기존의 의

서에서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수면에 관한 이야기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一、 早起야四肢를動며呼吸은健康을朮所以
니라.(일찍 일어나 사지를 움직이고 호흡함은 건강

을 출하는 까닭이니라.) 

一、 色을好면身을殺니女人을鎔爐니라.
(색을 좋아하면 몸을 죽이는 것이니 여자는 사람을 

녹이는 화로이니라.) 

一、 午睡身軆衰弱의基니라.(오수는 신체쇠약의 기본

이니라.) 

一、 勞働者病이無고安逸을耽者病이多
니라.(노동하는 자는 병이 없고 안일을 탐하는 자

는 병이 많으니라.) 

一、 食席에셔寢지勿라.(먹은 자리에서 눕지 말라.) 

一、 早起夜寢야써病災를防라.(일찍 일어나고 밤에 

자서 병을 예방하라.) 

一、 早朝에門을開며福이來니라.(아침 일찍 문을 

열면 복이 오느니라.) 

一、 寢食은一定時를違치勿라.(자고 먹는 것은 일정

한 시간을 어기지 말라.) 

一、 暮寢早起長壽의基니라.(밤에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장수의 기본이니라.)

수면습관에 있어서 일찍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수를 즐기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것임을 강조하

고 있는 대목은 이채롭다. 특히, 『동의보감⋅내경편』 

기문(氣門)의 기일즉체(氣逸則滯)에서 강조하는 안일

(安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

도한 성생활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늘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병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청결에 관한 이야기다. 청결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의 청결뿐만 아니라 주거 등의 

환경의 청결도 강조하고 있다. 

一、 三日은洗面치안이며即病을釀니라.(삼일을 

세면하지 않으면 곧 병을 기르느니라.) 

一、 日日梳며百歲의壽를成니라.(매일매일 빗질하

면 백세의 수명을 이루느니라.) 

一、 起時에齒를磨고含嗽라.(기상할 때에 치아를 

닦고 입안을 깨끗이 하라.) 

一、 淸潔은衛生의祖宗이니라.(청결은 위생의 근본이 되

니라.)

一、 不潔은萬病의基니라.(불결은 만병의 근본이니라.) 

一、 人이淸潔치못면獸에近니라.(사람이 청결하지 못

하면 짐승에 가까우니라.) 

一、 家垈高燥를尙니冷濕의地에病이多니라.
(집터는 높고 건조한 것을 지향하니 냉습한 땅에는 

병이 많으니라.) 

一、 惡臭에近치말며惡談을말지니라.(악취에 가까이 하

지 말며 악담을 말지니라.) 

一、 猫도放糞고此를埋니라.(고양이도 똥을 누고 

이것을 묻느니라.) 

一、 早婚은夭壽의衡이라.(일찍 결혼하는 것은 요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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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장수의 저울이니라.) 

一、 死者의着얏던衣類를着면其病에羅니라.
(죽은 자가 입었던 의류를 입으면 그 병에 이환하느

니라.)

一、 小兒가烟草를喫면骨이鎖니라.(소아가 담배를 

피면 뼈가 삭느니라.)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주거위생에 이르기까지 청결이

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혼의 

해로움을 역설하고 어린아이들의 흡연에 대하여도 경

계를 하고 있다. 

4. 건강에 해로운 이어들

다음에는 건강에 해로운 이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건

강에 해로운 이어들 중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있지만 한의학 문헌에 실려 있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에는 습관과 관련된 위생에 이롭지 못한 격언들

을 살펴보자. 술을 마신다든지, 색을 밝힌다든지 금욕

적이지 못함 삶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

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

는 자들에 대한 경계도 하고 있다.  

一、 頻數히沐浴며脂肪을洗落면健康을害다고.
(빈번히 목욕하며 지방을 세락하면 건강을 해친다고.)

一、 便所의位寘를其家에病人이發生다고.(변소가 자리

했던 집에 병인이 발생한다고.) 

一、 家族이旅行기爲야出發後에直히室內를掃
면途中에足繭이生다고.(가족이 여행하기 위하여 

출발한 후에 바로 실내를 청소하면 도중에 발병이 

생긴다고.) 

一、 酒色의慾은身을傷니라.(주색에 대한 욕구는 몸

을 상하니라.) 

一、 酒嗜者酒에게飮되니라.(술을 좋아하는 자

는 술에게 먹히게 되느니라.) 

一、 死療藥이無니라.(죽는 것을 치료하는 약은 

없느니라.) 

一、 醫不三世면不服其藥이니라.(의사가 삼세가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느니라.) 

一、 醫學이明치못면暗刀로人을殺이니라.(의
를 배움에 밝지 못하면 어두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라.) 

‘의불삼세 불복기약’이라는 말이 건강에 해로운 이어

에 들어간 것이 이채롭다. 『동의보감⋅잡병편』의 의귀

삼세(醫貴三世)에 나오는 이 말은 의학에 밝지 못하고 

자질이 없는 의원들이 횡행하는 세태에 대한 풍자인 동

시에 잘못된 의약처방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평소에 자양

강장식으로 먹는 스테미너 음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一、 產兒의臍帶食면身軆가健康니라.(산아의 

제대를 먹으면 신체가 건강하나니라.) 

一、 小鳥의雛鵜吞면滋養이되니라.(작은 새의 새

끼를 삼키면 자양이 되느니라.) 

一、 蛇煑汁을飮면强軆가되니라.(뱀을 찐 즙을 

마시면 강체가 되느니라.) 

一、 他人의後產을食면身軆가肥胖니라.(다른 사람의 

후산을 먹으면 신체가 살찌게 되니라.) 

一、 百日間自己의小便으로眼을洗면眼光이鮮明이니
라.(백일간 자기의 소변으로 눈을 씻으면 눈이 선명

해지느니라.)

一、 雀의赤兒嚥下고又蛙卵을飮면滋養이되
니라.(참새의 붉은 새끼를 삼키고 또는 개구리알을 

마시면 자양이 되느니라.)

출생아의 제대, 새의 새끼, 뱀, 태반 등을 나열하여 

이러한 것을 먹는 풍습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 중에 태

반과 소변 등은 『동의보감⋅탕액편』에서 인부(人部)로 

분류하여 넣어놓은 것들이다. 

태반은 자하거(紫河車)라고 하여 보음자양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소변은 하기시키는 기능이 강하여 각

종의 상열증(上熱症)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상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치법 혹은 처방을 위

생에 해로운 이어로 분류한 것이다. 

세 번째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민간

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터무니없는 것들임을 주

장하고 있다. 또한, 육아에 관하여도 해롭다고 여겨지

는 다양한 속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一、 月經이有時에他女의褌을盜用면孕胎니
라.(월경이 있을 때에 따른 여자의 속옷을 훔쳐 쓰

면 잉태하느니라.) 

一、 子福이有人의內袴又匙盜면受胎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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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식복이 있는 사람의 속옷 또는 숟가락을 훔치

면 수태를 하느니라.) 

一、 無子婦人이寺院에安置佛像의手又鼻切取
야此燒야其灰酒에混服면姙娠니라.
(자식이 없는 부인이 절에 안치한 불상의 손 또는 

코를 절취하여 이를 태워 그 재를 술에 타서 마시면 

임신하느니라.) 

一、 多產婦의月經이附着布片을常히陰部에纒면必
히受胎니라.(출산을 많이 한 부인의 월경이 부

착된 천조각을 음부에 붙이면 반드시 수태하느니라.)

一、 牛尾根本으로부터切取야食면墮胎니
라.(소꼬리를 뿌리째 끊어 먹으면 타태하느니라.) 

一、 難產의時燕巢에在蛤의殼을食면容易히出產
니라.(난산의 때에는 제비집에 있는 조개의 껍

질을 먹으면 용이하게 출산하느니라.)

一、 嬰兒가夜泣야困難時他家籬의繩을窃히切斷
면止다고.(어린아이가 밤에 울어 곤란할 때는 

다른 집 울타리의 밧줄을 몰래 끊으면 그친다고.) 

一、 生兒百日에日을見면其兒가長命다고.(태어난 

지 백일에 태양을 보면 그 아이가 장명한다고.) 

一、 鼻汁이多出兒에게犬의鼻를佩다고.(콧물

이 많이 나오는 아이에게는 개의 코를 붙인다고.) 

一、 小兒의前頭部를洗면病氣가多다고.(소아의 전

두부를 씻기면 병기가 많다고.) 

一、 出產後七日內에其家에喪服을着者ㅣ出入면其
兒가死다고.(출산 후 칠일 내에 그 집에 상복을 

입은 자가 출입하면 그 아이가 죽는다고.) 

一、 小兒가感氣에罹거던牛의胎兒의糞을乳에混야
飮케면治癒다고.(소아가 감기에 걸리거든 소의 

태아의 똥을 젖에 섞어서 마시게 하면 치유한다고.)

一、 蛔蠱이有小兒에게藥을禁고烟草를吸케면
治다고.(회충이 있는 소아에게는 약을 금하고 연

초를 흡입하게 하면 치료한다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하여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전

부터 나름의 노력을 통하여 행하여져 온 것들이다. 소

아에 대한 다양한 속설 또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항감 없이 많이 사용되던 것들이었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보건위생에 관한 정책이 주안점

을 둔 곳은 바로 인구의 관리이다. 각종전염병 등을 예

방하여 인구를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출생률을 높임과 

동시에 영아사망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속설들의 횡행은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네 번째는 특정 질병에 관한 것들인데, 당시의 유행

병 혹은 불치병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마지막 방법으로 

여겼던 것들이 황당무계한 것들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一、 齒痛이有時에小兒의尿로口를嗽면痛이止다
고.(치통이 있을 때에 소아의 소변으로 입을 행구면 

통증이 멎는다고.)

一、 齒痛이激甚時에便所의蛆蟲을取야患齒에附着
면止痛이된다고.(치통이 극심할 때 변소의 조충

을 취하여 아픈치아에 부착하면 통증이 멎는다고.) 

一、 病氣로因야食物이咽喉又胸中에停滯時鷄
糞을水에溶야與면下除다고.(병기로 인하여 식

물이 인후 또는 흉중에 정체할 때에는 닭똥을 물에 

녹여 주면 내려간다고.) 

一、 顏部에腫物이生거던處女의月經을塗布고且此
를飮用면治다고.(얼굴에 종기가 생기거든 처녀

의 월경을 도포하고 또 이를 마시면 치료된다고.) 

一、 腫物은人糞을塗면瘉다고.(종물은 사람의 똥을 

바르면 낫는다고.)

一、 夫婦間에肺病에罹者ㅣ有거던一方의心臟又
肝을取야食면平癒다고.(부부간에 폐병에 걸

린 자가 있거든 한쪽의 심장 또는 간을 취하여 먹으

면 평안히 치유된다고.) 

一、 瘧疾에死者의血液이妙藥이오又患者知치못
게고餅을牝牛의陰部에觸야此를患者에게與
면平癒다고.(학질에는 죽은 사람의 혈액이 묘약이

오, 또 환자는 알지 못하게 하고 떡을 암소의 음부에 

부쳐 이를 환자에게 주면 평안히 치유된다고.) 

一、 花柳病에罹거던犬과交接야病毒을移면自然
히治다고.(화류병에 이환하거든 개와 교접하여 병

독을 옮기면 자연히 치료된다고.) 

一、 黴毒에罹거던陰莖을食거死人에게生蟲을
食면全治다고.(매독에 이환하거든 음경을 먹거

나 죽은 사람에게서 생긴 벌레를 먹으면 완치한다고.) 

一、 瘶患者人肉幼兒의生血生肝、死人의陰莖、胎盤
을食면全治다고.[此로因야小兒又成人을
慘殺事ㅣ有다고.](나환자는 인육, 유아의 생

혈생간, 죽은 사람의 음경, 태반 등을 먹으면 완치

한다고. [이로 인하여 소아 또는 성인을 참살하는 

일이 있다고.])

일제강점기에 일반백성들에 많이 발생하였던 질병으

로는 소화기질병, 피부병, 성병 등을 들 수 있다.*11) 

특히, 피부병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나병환자들의 속설

*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광고를 분석한 논문에서 광고를 많이 한 약품의 종류를 가지고 유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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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하여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식민지배를 위

생경찰의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

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져 오던 상술한 속설들이 그들에게는 

절박한 것이었다.

상술한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를 살펴보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식주 및 행동양식에 

관련된 교훈적인 내용,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적 지식

과 민간신앙을 토대로 한 내용, 동의보감을 비롯한 

전통 한의서에 기록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와 식민경찰의 

위생 정책

일제강점기 경찰이 상술한 이어를 조사하고 수집하

여 알리는 일을 한 것은 그들이 식민지지배에 있어서 

위생이라는 단어가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식민지백성을 미개한 백성으로 몰아감으로써 그

들의 지배구조나 방법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 조선인을 

미개하고 불결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문명지도

국임을 내세워 조선인을 지도 계발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당화와 합리화는 조선인들 개개

인의 일상생활까지 개입하여 위생을 통제하는 무단적

인 이른바 ‘위생헌병정치’를 가능하게 하였다.12) 이러한 

배경 하에 일제는 식민지배를 시작하자마자 위생과 관

련된 다양한 책자들을 만들어 낸다. 『조선위생풍습록』, 

『조선위생요의』 등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공격적으로 

위생에 대한 계몽활동에 나섰다.

일제가 행한 위생계몽에 대하여 당시 위기를 맞고 

있던 한의계의 의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영향을 잘 보여주는 논의들이 당시에 발간된 한의학

술잡지에 실려 있다. 위생과 관련한 논의는 『조선의학

계』에 등장하는 상술한 이어들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학술잡지인 『동의보감』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위생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約條ᄒᆞ옵시다’라는 제목의 이 글은 당시 의생

들에게 위생에 관하여 위생상태를 청결히 할 것을 요구

하는 글이다. ‘自體淸潔’, ‘衣服淸潔’, ‘診察所, 賣藥所의 

위치’, ‘診察所, 賣藥所의制度’ 등에 대하여 꼭 이행해야 

할 행동강령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13) 이 

글에는 당시 한의사들의 진료소가 서양식 병원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것을 고칠 것을 당

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개선을 통하여 서양식 

병원들과 대등해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의생들조차도 일제의 위생

정책의 압박에 많은 위기감을 느낀듯하다. 행동양식을 

바꾸어서 일제의 눈에 들게 하려는 노력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일제의 이 같은 경찰조직을 이용한 보건행정 체계는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결한 민족으로 

보고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위생업무를 집행하려 했던 의도와 무관하지가 않다.14)

일제강점기 백성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특

히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백성

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

정으로 만들어낸 나름의 지식체계가 상술한 이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제는 식민지 백성

의 충분한 의료혜택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서도 상술한 

이어들이 단지 혹세무민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그들의 

위생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냥 비난을 하

고 있는 것이다. 

위생에 대한 근대국가적 관여는 집단적 인구관리라

는 측면 외에 개인 행복의 증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기 일제에 의한 보건과 방역사업은 오히

려 이에 역행하여 폭력을 정당화 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구실을 하였다. 즉 보건과 

방역은 경찰과 헌병의 무력을 통하여 현실화 되었는데 

단지 전염병을 관리하는 일 이상의 식민지 지배수단으

로 활용된 것이다.15)

III. 결 론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한의학술잡지 『조선의학계』에 

실린 ‘위생풍속에 관한 이어’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들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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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계층이 많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건강에 관한 논

의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생활을 했다. 

이러한 경구들은 이전의 의서에 기반한 것도 있고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격언들을 일제가 식민지지배를 위하여 도입

한 위생정책에 대입하여 보면 터무니 없는 것들이 많았

기에 일제는 일들 격언들이 혹세무민하는 경구들이라

고 치부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계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경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보건행

정은 식민지백성을 미개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한의학

적으로 검증되고 유의성이 있던 내용들마저도 해로운 

습관으로 치부해 버려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상술한 ‘衛生風俗에關俚語’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일

제는 조선인의 의식주 및 생활상태, 위생관념 등을 확

인하고 위생관념의 개선과 계몽을 통해 식민지지배의 

명분과 정당화의 논리를 세우는데 이용하였다. 또한 위

생 정치를 통해 조선인들 개개인의 일상생활까지 개입

하여 통제하는 무단적인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생활관습뿐만 아니라 위생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통

제하였다.16)

아울러 전통적인 한의학 지식으로부터 파생된 격언

이나 민간 처방들이 위생에 저해되는 ‘이어’로 변해버리

는 결과를 낳았으며 한의학지식의 확대재생산에 저해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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