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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구-신도시로 나뉘어진 상상의 한국도시 한주

출처: 자

1. 서론: 세개의 도시와 세개의 로그램

본 원고는 학과 의료시설이 최근 우리 도시의 안인 

원도시와 구도시의 도시재생에서 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이에 본 원고는 역사속에서 표

인 두개의 의료도시로 성장했던 남부 이탈리아의 살 르

노(Salerno)와 남부 랑스의 몽펠리에르(Montpellier)의 

사례를 통해, 학과 이와 연계된 의료시설이 도시 심부

를 구성하는 핵심체계로서 어떠한 기능을 통해 어떻게 도

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이제 모더니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

심(center)’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근 한 학자가 한

국의 도시 심부에서 보행의 요성이 부각되는 인식변화

에 해서 “한국의 사회가 드디어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

고 언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요즘 화두인 도시재생은 

작지만 오래된 도시 심부에 사회의 가치를 부여하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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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즘(urbanism)’의 시작이다. 그 다면 우리 도시의 심

부는 어디에 있어 왔으며, 앞으로 그 심부를 어떻게 무엇

으로 채워( 는 비워)나갈 것인가?

한국의 도시는 세개의 작은 도시를 갖고 기능해온 독특

한 도시이다. 우리의 도시는 수계 심으로 입지하고 기능

했던 읍성의 원도시, 일본강 기에 원도시에 인 하여 철도

역과 앙시장을 심으로 조성된 격자형의 구도시, 그리고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심으로 근 화기를 지나면서 

거 하게 개발되었던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덩어리이다.

특히 이러한 도시구조는 무엇보다 공공정책으로 추진되

어 온 ‘앵커 로그램들의 이 ’을 제로 단시간에 실행

된 일종의 개조물이다. 구도시는 원도시에 입지했던 공

서, 학교, 시장, 철도역/터미 의 이 으로 만들어졌으며, 

신도시는 역시 구도시에 입지했던 그것들의 이 으로 채

워졌다. 결국 구도시의 개발은 원도시의 희생으로 형성되

었고, 신도시의 성장은 구도시의 쇠퇴로 이어져왔다. 이들

은 모두 을 감고 독립되어 기능하고 있으나, 의도하지 

않게 서로 경쟁해왔다.

이러한 원도시, 구도시, 신도시의 심부는 흥미롭게도 

공통 으로 세개의 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 국의 어

떤 도시에 가더라도 도시 심부에는 어김없이 리바게트, 

김밥천국, 그리고 롯데리아가 자리잡고 있다. 도시의 심

부에 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들 만으로 도시

심부가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도시의 실이다. 도시의 

존재가치가 공공이고, 이를 공간으로 구 한 결과물이 

심부라면, 우리 도시의 심부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2. 도시, 학, 병원

학이 우리 사회에서 깊이 뿌리내려 있어야 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이 도시의 심부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속에서 자유가 보장된 고등교

육의 커뮤니티 던 학은 언제나 그 도시의 성장과 쇠퇴

를 주도해왔다. 특히 자족  기능이 필수 인 소 도시

에서 학은 그 도시의 가장 큰 고용주이며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를 진화시키는 견인차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한 학은 고 지식의 달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넘어 사회 사의 의무와 책임을 가져왔다. 특히 인간의 기

수명이 8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은퇴 후의 평생교육과 문화여가, 그리고 의료와 재활은 어

느 때보다 도시가 비하고 갖추어야 할 필수 인 기능으

로 자리잡고 있다.

흥미롭게도 도시에서 기 학은 ‘병원(hospital, hopital)

과 의학교(medical school)’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기능은 

무엇보다 사회의 약자와 병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었다. 우리는 이러한 학 병원의 사회  책임을 지난 2015

년 여름 메르스(Mers) 바이러스의 확산과정에서 실히 

확인하 다. 이는 1000년  이후 지속 으로 발생했던 염

병의 확산과정을 연상시키며, 도시의 염병 감염과 방역체

계에서 학병원의 역할이 왜 요한가를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다.

도시에서 병원과 의학교의 기능이 그 도시의 심부를 

구성하며 그 도시의 성장을 이끌었던 사례는 주변에서 쉽

게 찾아질 수 있으며, 다수의 살기 좋은 도시는 반드시 양

질의 병원과 의료복지 인 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역시 

쉽게 짐작될 수 있다.

역사속에서 알 산드리아(Alexandria)는 고  세계에서 

의학활동의 심이었다. 알 산드리아의 황 기에 롤 미 

제국(Ptolemaic Empire, 305-30 BC)의 ‘무세움(Musaeum/ 

Mouseion)은 고  그리스 문화와 고  이집트 문화를 혼합

하여 의학의 발 을 주도했던 연구기 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 산드리아 도서 ’이 그 무세움의 부속시설이다.

세시 에 이탈리아 남부 항구도시인 살 르노(Salerno)

와 그 심부를 구성했던 ‘살 르노 의학교(Scuola Medica 

Salernitana)’는 ‘피지션(physician)’의 약 연구와 약 재배

를 한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을 갖춘 제약생산의 

거 이었다. 한 랑스 남부 항구도시인 몽펠리에르

(Montpellier)와 역시 그 심부를 차지했던 ‘몽펠리에르 의

학교(Univeratas Medicorum)’는 수술을 집도하는 ‘서

(surgeon)’과 ‘해부극장(anatomical theater)’이 당시 첨단 도

시인 라로 기능했다.

3. 사례1. 살 르노의 보타닉가든

살 르노(Salerno)는 서유럽에서 9-13세기에 의학과 의

료활동의 거 으로, 특히 본격 인 약 재배가 질병치료로 

연결되었던 도시이다. 한 이 도시의 심부에 입지했던 

살 르노 의학교(Scuola Medica Salernitana)는 의학교 뿐

만 아니라 근  학교육의 신으로 볼로냐에 우선한다

고 주장되어 왔다. 

살 르노 의학교의 기원은 인 한 남쪽 타운인 벨리아

(Velia/Elea)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와 

의학연구와 의료행 를 한 길드인 ‘살 르니탄 스투디움

(Salernitan Studium)’에 두고 있다. 당시 살 르노 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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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살 르노 의학교의 박물 (Museo Scuola Medica Salernitana)

출처: 자

그림 3. 살 르노 의학교의 모습(Schola Medica Salernitana)

출처: www.wikipedia.org

그림 4. 살 르노의 미네르바 가든(Salerno Giardino della Minerva)

출처: 자

의 이름은 알문 엣 히포크라티쿰 메디코룸 콜 지움

(Almum et Hippocraticum Medicorum Collegium)이었다.

살 르노의 의학연구와 의료행 가 속도를 얻기 된 것

은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에 집 했던 로만 캐톨릭의 ‘베네

딕트 교 (Benedictine Order)’의 노력이었다. 당시 베네딕

트 교 는 카지노(Cassino)의 몬테 카지노 수도원

(Abbazia di Monte Cassino)에서 의학서의 번역과 식물학 

연구를 주도하 다. 몬테 카지노 수도원은 7세기에 항구인 

살 르노의 도성 내부에 산 베네데토(Chiesa di San 

Benedetto) 수도원 성당을 조성하고, 865년을 후로 병원

(hospital) 개원하 다. 

특히 살래르노 의학교는 1057년 주교로 취임한 알

스(Alphanus of Salerno, 1015-1085)와 그의 로 살 르

노로 이주해온 콘스탄티 스 아 리카 스(Constantinus 

Africanus, 1020-1087)의 활동으로 속히 성장하 다. 이 

시기에 살 르노는 과거 의학연구와 의료활동의 거 이었던 

알 산드리아, 비잔티움(Byzantium), 바그다드(Baghdad), 

코르도바(Cordova)를 통해서 의학지식, 의료기구, 약 , 수

술기술을 수입하 다. 이후 사 르노는 의학 인 찰과 실

험에 근거한 이슬람 의학이 흡수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북부 

아 라카의 의학교육의 성지가 되었다.

살 르노는 특히 피지션의 교육에 집 했으며, 이에 이러

한 의료행 에 필수 인 ‘보타닉 가든((Orto Botanico)’을 

조성하여 운 하 다. 실제로 매태우스 실바티쿠스(Matthaeus 

Silvaticus, 1280-1342)는 1334년 약  재배를 목 으로 ‘보

타닉 가든(Orto Botanico di Salerno)’을 살 르노 도성의 

경사지( 재 자디노 델라 미네르바(Giardino della Minerva)

의 일부구역)에 조성하고 ‘의학사 (Pandectae Medicinae, 

1317)을 술하고 체계 인 제약활동을 주도하 다.

이러한 약 재배와 식물연구를 진행했던 살 르노의 보

타닉 가든은 이후 유럽 도시의 역에 되어 각 도시

마다 도성 주변에 수계와 해자를 따라 제약생산을 한 

보타닉 가든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유럽과 아메리카 

륙의 도시들이 그 도시 심부에 보타닉 가든을 갖고 있

으며, 이를  도시의 심공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

유이다. 

4. 사례 2: 몽펠리에르의 해부극장

몽펠리에르(Montpellier)는 유럽-아시아의 도시들 에

서 그리스-로마의 역사흔 을 갖고 있지 않은 은 도시

로서 문서기록에 처음 언 된 시 은 985년이다. 흥미롭게

도 몽펠리에르는 13세기에 살 르노로부터 유럽의 의학교

육과 의료행 의 주도권을 뺏어오며 새로운 유럽의 의료

거 으로 성장하 다. 이러한 배경에는 몽펠리에르의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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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와 연  300+일의 일조가 가능한 좋은 기후를 크

게 기여하 다.

몽펠리에르는 유럽 륙의 역사 인 동-서 이동경로인 

비아 ‘도미티아(Via Domitia/Voie Domitienne)’ 그리고 역

시 순례길(Cami Roumieu/Pilgrim Way)인 ‘비아 란치게

나(Via Francigena)’와 연결되어 산티아고 드 캄포스텔라

(Santiago de Campostela)로 향하는 ‘카미노 드 산티아고

(Camino de Santiago/Way of St. James)’가 모여 교차되

는 길목이었다. 

포도와 와인의 생산지인 몽펠리에르는 인 한 남쪽의 

원도시이며 소 의 생산지인 마귀롱(Maguelone)과 함께 

시장으로 성장하 다. 특히 몽펠리에르는 십자군 원정

(Croisades, 1095-1291)을 통해 유럽-아시아의 지 해 교

역이 개척되면서 국제상업활동 차터(Charter of Customs 

and Liberties, 1204)를 획득하며 부를 축 하 다. 몽펠리

에르는 교역활동으로 아랍과 시리아 방(Levant)의 의학

지식들을 직  흡수했다. 

몽펠리에르는 이러한 지리  입지특성과 건조한 기후조

건으로 성지순례자들의 성당과 그 부속시설로 숙박과 의

료기능을 갖춘 ‘호피탈(hopital)’의 도시가 되었다. 당시 몽

펠리에르 도시외곽의 9개 마을들에는 9개의 교구성당들과 

그 부속 호피탈들이 순례자와 상인들을 한 숙소와 의료

기능을 지원하 다. 특히 몽펠리에르는 1148년을 후로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알모하드 왕조(Almohade Dynasty, 

1149-1307)로부터 축출된 아랍과 유 인 의학자들의 이주

가 되었다. 몽펠리에르는 이 시기에 도시 체가 거 한 

의료활동과 의학지식 생산의 심으로 기능했다.

당시 몽펠리에르에서 활동한 기 드 몽펠리에르(Guy de 

Montpellier)는 부그 드 필 생게리(Faubourg de Pile St. 

Gilles)에 ‘성령수도회 병원(Ordre des Hospitaliers du 

Saint-Esprit, 1180)’을 설립하여 운 하 다. 성령수도회 

병원은 선교와 빈자를 한 의료활동과 시체매장의 사

를 하 다. 몽펠리에르의 ‘성령수도회병원’은 유럽 병원의 

기원인 표 인 호피탈이며, 이후 로마의 산토 스피릿 병

원(Ospedale di Santo Spirito)의 설립을 낳았다. 

한편 몽펠리에르 학교의 기원이 되는 몽펠리에르 의

학교(Univeratas Medicorum)는 1220년 콘래드 추기경

(Cardinal Conrad von Urach)의 의과 학 증서(Statuts 

de l’Université de Médecine/Universitas Medicorum)를 

획득하여 본격 인 의학교육을 시작하 다. 당시 몽펠리에

르 의학교는 스페인으로부터 이주해온 유 인과 이슬람인, 

그리고 살 르노 의학교 출신의 교수와 피지션들이 유입

되어 교육체계를 구성했다.

몽펠리에르 의학교의 속한 성장의 계기는 흥미롭게도 

살 르노에서 1220년 해부를 지하고 의료행 에 한 자

격을 규제하면서이다. 이때부터 몽펠리에 의학교의 명성이 

해부학을 심으로 형성되었다. 한 이 시기에 몽펠리에르

의 주인 귀렘 8세(Guilhem VIII, Lord of Montpellier, 집

권기: 1172-1202)가 공포한 ‘의료행 법(Edit de Guilhem 

VIII/Guilhem VIII Act, 1180)’은 ‘의사면허를 가진 피지션은 

종교나 출신에 계없이 구나 몽펠리에르에서 의학을 가

르칠수 있음(Anyone, no matter their religion or roots, 

could teach medicine in Montpellier)’을 허가하 다.

몽펠리에르 의학교의 명성은 살 르노를 뒤이어 13-15세

기에 최고 수 으로 성장했다. 당시 몽펠리에르 의학교의 

수술교육은 세 수술의학의 교과서인 ‘시루지아 마그나

(Chirurgia Magna, 1363)’의 자인 기 드 쇼리악(Guy de 

Chauliac, 1300-1368)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는 몽펠리에르 

의학교를 졸업한 피지션-서 으로, 이후 볼로냐에서 체계

인 해부기술을 습득했으며, 아비체나(Avicenna)를 포함한 

이슬람 의학의 향을 받았다.

몽펠리에르 의학교는 기에 독립된 교육시설이 갖추지 

못했기에 학본부(Stadium Generale)와 시청(Hôtel de 

Ville)에서 의학교육을 진행 했다. 특히 해부실습은 생 피

흐맹(Saint Firmin) 교구성당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에콜 

드 메데시네 도로(Rue de l’Ecole de Meddecine)에 생부

아 수도원(Monastère Saint Benoît, 1367)가 조성되어 

의학교가 비로소 수용되었다. 당시 몽펠리에르 해부학 교

육은 2년에 한번씩 시체를 해부했으며, 이후 듀크 앙주

(Duke of Anjou)가 1376년부터 매년 사형된 시체의 해부

를 허가하 다.

흥미로운 것은 몽펠리에르에는 마법학교인 ‘에콜 마쥐

(Ecole Mage, 1461-1622)’가 콜 마쥐 도로(Rue de 

l’Ecole Mage)에 조성되어 기능했다. 몽펠리에르 마법학교

는 술을 통해 미래를 견하며, 약재 지식으로 약을 생

산하고, 낙태와 환자를 살리는 미신과 민간요법을 심으

로 마법사와 마녀의 교육기 이었다. 당시 부유한 주와 

귀족들은 의학교 출신의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빈

자의 치료는 이러한 민간요법에 의존되었다.

몽펠리에르는 1500년 이후 도시 심부의 의학교와 교외

지의 호피탈, 그리고 도시의 표 인 교육인 라로서 해

부학 극장과 보타닉 가든을 운 하는 의료도시 다. 특히 

몽펠리에르의 ‘원형 해부극장(anatomical amphitheatre)’은 

1556년 앙리 2세(Henry II, 1519-1559)의 주도로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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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몽펠리에르 학교 의과 학

출처: 자

그림 6. 몽펠리에르 학교 의과 학

출처: www.wikimedia.org

그림 7. 이덴(Leiden) 학교의 해부극장, 17세기

출처: www.wikipedia.org

조성되었고, 이후 오텔 상-코메(Hôtel Saint-Côme)로 불

린 해부극장(Amphiteatre Anatomique St-Come, 1757)과 

근 인 형의 해부극장이 1867년 재건하며 지속 으로 

도시의 해부극장을 조성해왔다.

5. 결문

우리의 원도시와 구도시에는 지 도 버려져 있는 

형 부지들이 넘칠 정도로 남겨져 있다. 과연 앞으로 우리

의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하는 큰 방향과 원칙은 무엇일

까? 역사성의 회복을 해서 고 의 읍성과 성문을 완벽

히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의 활성화를 해 일본강

기의 건물복원과 한옥마을의 조성에만 집 할 것인가? 도

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과 의료가 도시재생의 안

이 될수 있다. 그 다면 비어있는 도시 심부를 채워  미

래의 학, 그리고 미래의 보타닉가든과 해부극장이란 무

엇일까? 

참고문헌

1. Bender, Thomas, edit, 1988. The University and the City: 

From Medieval Origins to the Pres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 Hall, Peter. 1998. Cities in Civilization. New York, NY: 

Pantheon. 

3. Rashdall, Hastings. 1895. The Universities of Europe in 

the Middle Age: Salerno, Bologna, Pari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Rudolph, Frederick. 1990. The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5. Ruegg, Walter, edit, 1992. A History of the University in 

Europ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Van Doren, Charles. 1991. A History of Knowledg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NY: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7. 한 야. 2014. 한국도시의 형태변화 모델. 한건축학회논문

집. 계획계. 제30권 제10호. pp.169-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