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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urriculum of the modern Korean 

Medicin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study their significance. Rather 

than conducting an in-depth pedagogical research, the paper attempts to 

summarize and provide a simple analysis on the subject matter due to the lack 

of the historical evidence of modern Korean Medicine.

Method : General theses and academic papers along with daily publications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era, materials owned by Kyung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istory Museum, and history databases ow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Kyujanggak were investigated

Result : Upon studying the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fforts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Korean Medicine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Western Medicine. It could also be discovered that the curriculum was 

improved through policy measures in order to raise the status of the 

practitioners and expand the scope of their practices. The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s been continuously working to develop the Korean Medicine 

and raise the quality of curriculum, and their efforts were vital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Medicine Doctor system.

Conclusion : Systematic academic researches should be done on the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s high education institutions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 

of normalizing the Korean Medicine educ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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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근현대 韓醫學의 역사는 국가의 운명과 마찬가지

로 굴곡이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한의

사의 자격, 지위, 역할 등이 격하되거나 축소되어 

韓醫學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

였으나, 당시에 뜻있는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안으로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은 미래

의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법

적으로 한의학 또는 한의사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지표인 동시에 그 인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

서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속에는 시대 환

경을 반영한 한의학의 학문적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고, 한편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지위 향상의 기대

를 담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근현대 한의학 고

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담

긴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 개념으로 고등교육기관은 현재의 대

학 체제를 의미하는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당시 漢

醫界에는 大學은커녕 學校의 명칭을 가진 교육기관

도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대

한제국과 해방 이후의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뿐만 아

니라 일제강점기에 漢醫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개

설한 醫學講習機關과 그에 준하는 醫學講習機關의 

교육과정까지 넓혀서 그 대상으로 하였다. 대규모 

인원을 단기간에 교육하는 講習會나 講演會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반명사로는 韓醫를, 역사적 당시의 고유한 지칭으

로는 漢醫 또는 東醫를 사용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과 교과과정이 혼용되고 있는데, 교육시스템의 개념

을 포함하면 교육과정으로, 단순한 교과목의 집합 

개념을 의미할 때에는 교과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인데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힘들므로 경

우에 따라 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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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의 방법은 일반 논문 및 학술서적 이외

에 일제강점기 이전의 일간지와 경희대학교 한의학

역사박물관의 관련 소장 자료들, 그리고 국사편찬위

원회와 규장각의 역사 관련 DB 등을 활용하였다.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분석은 보다 교

육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본 조

사연구에서는 한의학의 근현대 역사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교유과정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간단한 분석을 시도하는 수준으로 연구 목표를 정하

였다.

Ⅱ. 本 論
1. 近現代 韓醫學 高等敎育機關 

1) 朝鮮末期와 大韓帝國의 韓醫學 高等敎育機關  

朝鮮末期의 의학교육 제도를 살펴보면, 왕실과 관

료들의 진료, 賜與의 醫藥, 약재의 種植, 의학취재 

등을 담당하였던 典醫監과 일반 서민들을 구료하고 

의약을 수납하는 惠民署 등에서 주로 의학교육을 시

행하였다. 法典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典醫

監 소속의 醫書習讀官은 30인으로 주로 禮曹, 兵曹 

등에 파견되어 있었으며, 醫學生徒는 典醫監에 50인 

惠民署에 30인이 있었다1). 또한 高宗 4년(1867년)

에 반포한 六典條例에도 의사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이전의 체계를 유지하여 시행하였다2).   

1876년 개항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1884년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閔泳翊을 치료하여 신뢰를 얻

은 선교사 겸 의사인 Allen이 서양의료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청하게 된다. 이에 조선 정부는 高宗22년

(1885년)에 惠民署와 活人署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

로 서양의료기관인 廣惠院을 설치하였고3), 廣惠院은 

이후 濟衆院으로 개명되었다4). 濟衆院에서는 학생들

1) 金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正音社. 1955. p.416.  

2)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1995. pp.396-397.

3) 高宗實錄․二十二卷(高宗22년 2월 29일). 조선왕조실록. 국

사편찬위원회. 2008 [cited 2017 10 Aug];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202029_ 

001

4) 高宗實錄․二十二卷(高宗22년 3월 12일). 조선왕조실록. 국

사편찬위원회. 2008 [cited 2017 10 Aug];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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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발하여 주로 서양의학을 학습하게 하였으므

로5) 전통적인 한의학교육은 당시에 존립하고 있던 

典醫監 등에서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마저

도 1894년6)의 갑오경장 때에 醫科取才가 폐지되고 

이듬해에 典醫監이 폐지되면서7) 명맥이 끊기게 되

었다8).    

濟衆院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어렵게 되자 1894

년에 장로교 선교회로 운영이 넘어갔으며 이후 濟衆

院醫學校(1899년)를 거쳐 1909년에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로 정식인가를 받게 된다. 한편 동학농민운동

과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의 혼란을 거치고 아관파

천이 끝난 이후 자주독립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高

宗은 1897년에 연호를 光武로 정하고 大韓帝國을 

선포하게 된다. 光武3년(1899년) 3월에 大韓帝國은 

3년제의 醫學校官制9)를 반포하여 의학교육제도를 

법제화하였고10),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7월에 醫

學校規則을 정하였다. 또한 국립의료기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4월에 內部 관할의 病院

官制11)를 반포하고 5월에 病院細則을 정하였는데 

이 병원을 이듬해(1900년) 6월에 廣濟院으로 개칭

하였다12). 이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의사의 신분

과 제도를 규정하기 위하여 이미 같은 해 1월에 醫

士規則13)을 반포하였다. 廣濟院은 光武9년(1905년) 

2월에 廣濟院官制14)를 반포하면서 다시 개편되었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203012 

_001

5) 金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正音社. 1955. p.482.

6) 高宗實錄․三十一卷(高宗31년 6월 25일). 조선왕조실록. 국

사편찬위원회. 2008 [cited 2017 10 Aug];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06025_007

7) 大韓帝國官報. 第43號. 開國504年 5月 20日字 : 이하의 大

韓帝國官報는 奇昌德의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서울. 도

서출판아카데미. 1995)에서 재인용하였다.   

8) 1895년 11월에 內醫院이 典醫司로 개편되어 독립되었으나 

조선시대 典醫監과 달리 의학교육이 아닌 주로 왕실의 진

료를 담당하였다. 

9) 大韓帝國官報. 第1220號. 光武 3年 3月 29日字. 

10) 大韓帝國官報. 第1223號. 光武 3年 3月 31日字 : 초대교

장으로 池錫永이 임명되었다.

11) 大韓帝國官報. 第1245號. 光武 3年 4月 26日字. 

12) 大韓帝國官報. 第1616號. 光武 4年 7月 3日字, 第1621

號. 光武 4年 7月 9日字. 

13) 大韓帝國官報. 第1473號. 光武 4年 1月 17日字. 

다. 전반적으로 大韓帝國의 醫事制度는 漢醫와 西醫

를 병행하여 운영하여 양자의 구분이 크지 않은 것

이 특징이다. 1904년부터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

되고 곧바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의 한의학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光武10년(1906년) 일본인 고문에 의하여 廣濟院 의

사에 한하여 서양의학 시험을 예고 없이 시행하여 

미달자인 漢醫들을 축출하기 시작하였다. 隆熙원년

(1907년)에는 행정부에 소속된 漢醫들이 면직되고 

漢醫 출신의 군의관이 해직되어, 大韓醫院官制15) 반

포 이후 이듬해 2월 신축 大韓醫院 개원식 때에는 

漢醫는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였다16). 

光武8년(1904년)에 당시 前侍從 겸 典醫이며 廣

濟院 원장이었던 張容駿, 典醫 洪哲普17), 전 廣濟院 

의사이며 軍醫補이었던 金炳觀이, 당시의 醫學校가 

서양의학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

하면서 大韓醫學校를 병설하기를 學部에 청원하였

다18). 이후 洪哲普, 張容駿 등은 宮內府大臣 李根湘

을 통하여 同濟學校 설립 허가를 얻게 되었고 光武

9년(1905년)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였는데19)20) 학

생 수는 약 4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21). 개교 후 1

년이 지난 1905년 말부터 정부의 재정 악화로 지원

이 중단되기 시작하였는데22) 高宗에게 다시 요청하

14) 大韓帝國官報. 號外. 光武 9年 3月 1日字. 

15) 大韓帝國官報. 第3946號. 隆熙 元年 12月 31日字. 

16)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1995. p.401.

17)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0. 

18) 「請設大韓醫學」 皇城新聞. 第1631號. 光武 8年 4月 18

日字 : 內科와 外科로 크게 나누어 兩校에서 施術하도록 

요청하였다.  

19)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1.

20)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1995. p.406 : 奇昌德은 1904년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학

교 설립이 보류되고 1906년에 이르러 설립된 것으로 보

았다. 

21) 金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正音社. 1955. p.519 : 金斗鍾

은 학교 명칭을 東濟醫學校라고 하였으며 야주개(現 唐珠

洞) 奉常寺 남문 끝의 內膽寺 宮舍에 위치를 정하고 都敎

授 金永勳, 副敎授 田光玉이 강의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22) 金斗鍾의 韓國醫學史(서울. 正音社. 1955. p.519)에서

는 1905년말 무렵에 이미 度支部로부터 경비가 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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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私用財인 明禮宮의 親用費를 하사받아 이후 3년

간 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光武10년

(1906년) 5월 31일에 李應世, 姜弼周, 趙東浩 등이 

발기하고 醫校長을 張容駿으로 하여23) 同胞 남녀를 

共濟한다는 趣旨書를 발표하고 同濟學校를 설립하였

다24)25). 같은 해 7월 1일에 개학을 하여26) 10월 

11일에 학생들을 모집하였다27). 여기서 1906년에 

설립이 공고된 同濟學校는, 1905년까지 유지되던 학

교가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지원이 끊긴 이후 다시 

발기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1906년 가을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을 빌미로 高宗이 퇴위

한 이후 隆熙2년(1908년) 10월에 同濟學校가 다시 

경영난에 빠져 문을 닫게 되었다28). 이후 隆熙3년

(1909년) 8월에 전국의 漢醫들이 모여 八家一志

않았다고 하였고, 李鍾馨의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

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1)에서는 이듬해 일본의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비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는데 대략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다.  

23) 李鍾馨의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0)에서는 金永

勳의 備忘錄 및 口傳에 의거하여 이미 1904년에 李應

世, 姜弼周, 趙東浩 등이 발기를 요청하여 典醫인 洪哲普, 

張容駿, 金炳觀, 慶鈺 등이 高宗에 上奏하여 同濟醫學校 

설립을 인가받은 것이라 하였고 3년만에 폐교하였다고 하

였다. 그러나 金斗鍾의 韓國醫學史(서울. 正音社. 1955. 

p.519)에서 3년이 지난 隆熙2년(1908년) 10월에 학교가 

경영난에 빠졌다고 하였고, 大韓每日申報(1906년 10월 

28일자)에는 姜鎰, 李春世, 李匡夏 등의 發起 기사가 게재

되어 있어서 사실의 차이가 있다. 

   「同濟興況」 大韓每日申報. 第4卷 第256號. 光武 10年 6

月 28日字 : 校長을 李根湘으로 하고 醫校長에 張容駿, 

李基榮, 李敎珏, 宋台煥 및 姜弼周의 부인 金氏 등이 강사

가 되어 의학 전문과목과 중등보통학을 일반 남녀에게 가

르쳤다.

24) 「同濟學校趣旨書」 大韓每日申報. 第4卷 第259號. 光武 

10年 7月 1日字, 同 第4卷 第256號. 光武 10年 6月 28

日字 : 姜鎰, 李春世, 李匡夏 등이 同濟學校를 西學峴에 

發起하였다고 하여 기록에 차이가 있다. 

25) 「同校趣旨」 皇城新聞. 第2194號. 光武 10年 5月 31日

字. 

26) 「학원모집광고」 帝國新聞. 第9卷 第120號. 光武 10年 

5月 31日字.

27) 廣告. 大韓每日申報. 第4卷 第343號. 光武 10年 10月 11

日字.  

28) 金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正音社. 1955. p.519. 

會29)30)를 구성하고 전국 漢醫들의 민간단체 결성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1909년 10월에 大韓醫士總合

所31)(大韓醫士會32))가 설립되었다. 이 大韓醫士總合

所의 연원은 光武2年(1898년)에 결성된 同會로 당

시에 崔奎憲, 李鶴浩 등이 회장을 역임하였다33). 大

韓醫士總合所는 같은 해 12월 21일에 醫學講習所를 

개설하고 診察所를 부설하여 일반 진료를 시행하였

다34). 隆熙4년(1910년) 2월에 임원을 개편하여 소

장 崔奎憲, 부소장 康永勻, 총무 李正浩 등을 선임

하였는데35), 이 과정에서 洪鍾哲이 趙炳瑾과 함께 

3월 25일에 大韓醫師總合所를 별도로 內部에 청원

하였고36) 같은 해 5월에는 大韓醫師總合所의 총무 

趙炳瑾이 大韓醫士總合所의 사무장 金海秀와 만나 

29)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1 : 金永勳, 趙炳瑾

(이상 서울), 田光玉(黃海道), 張起學(平安), 朴爀東(江原), 

李喜豊(忠淸), 徐丙琳(大邱), 林炳厚(東萊) 등으로 구성되

었다. 

30) 金永勳.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84. p.487. 

31) 「大韓醫士總合所趣旨書」 大韓每日申報. 第1226號. 隆熙 

3年 10月 22日字, 「醫士總會」 大韓每日申報. 第1229號. 

隆熙 3年 10月 26日字 : 총재에 永宣君 李峻鎔을, 부총재

에 전 學部大臣 李載崑을 추대하였다.  金斗鍾의 韓國醫

學史(서울. 正音社. 1955. p.519)와 李鍾馨의 韓國東醫

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

化硏究所. 1977. p.281)에는 大韓醫士總合所의 명칭이 大

韓醫士會로 되어 있다. 

32) 金斗鍾의 韓國醫學史(서울. 正音社. 1955. p.519)에는 

洪哲普(會長), 張容駿(副會長), 李鶴浩, 林炳厚(慶南 東萊), 

林爀東(江原道), 徐丙林(慶南), 田光玉, 金永勳, 金海秀, 趙

炳瑾, 金鎭夏 등의 발기로 되어 있으며, 李鍾馨의 韓國東

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

文化硏究所. 1977. pp.281-282)에는 會長에 洪哲普(典

醫), 副會長에 張容駿(典醫), 幹事長에 李鶴浩(前 典醫), 評

議長에 徐丙孝, 講習所長에 李峻奎(前 典醫) 등이 추대된 

것으로 되어 있다. 

33) 醫會歷史. 東西醫學硏究會月報. 東西醫學硏究會. 革新1號. 

1925. 10. 18. p.16. : 光武二年戊戌 卽明治三十一年에 

大韓醫士總合所가 設立됨에 崔奎憲 李鷄鎬 兩氏가 連次所

長으로 十餘個星霜을 지내다가... 

34) 廣告. 皇城新聞. 第3253號. 隆熙 3年 12月 21日字. 

35) 「醫士風波」 大韓每日申報. 第1322號. 隆熙 4年 2月 26

日字, 「大韓醫士總合所義捐金收入廣告」 大韓每日申報. 

第1355號. 隆熙 4年 4月 9日字.  

36) 「總合何多」 大韓每日申報. 第1345號. 隆熙4年 3月 25

日字, 「捐金擴張」 皇城新聞. 第3330號. 隆熙 4年 3月 

30日字 : 趙炳瑾, 林炳厚 등이 사무확장비로 1,500환을 

연출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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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의 단합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醫學講習所의 운영이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1일에 大韓醫士總

合所는 임원회의를 열어 새로 校舍를 매입하여 東西

醫學講座를 개설하기로 하고 東醫學 강사는 朴準成, 

徐丙孝로, 西醫學 강사는 安商浩, 劉秉珌로 결정하

였다37).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한국병합늑약

이 이루어져 9월 4일에 大韓醫士總合所는 朝鮮醫士

總合所로 개칭하고38) 講習所 설치인가 청원서를 제

출하기도 하였는데39), 얼마 못가 11월에 大韓醫士

總合所는 문을 닫게 된다40). 

2) 日帝强占期의 韓醫學 高等敎育機關 

한국병합늑약 직후인 1910년 11월 25일에 漢醫 

70여명이 일본인 의사와 함께 매주 월요일과 목요

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新․舊醫學을 강습하는 硏

鑽會를 열고41) 같은 달 29일에 洪鍾哲, 趙炳瑾, 李

海盛, 李鶴浩 등이 발기하여 漢城醫師硏鑽會를 설립

하였다42). 1911년 4월 24일에는 朝鮮醫師硏鑽會로 

개칭하였고43) 이후 新舊醫學講習所를 부설하여44) 

같은 해 9월 20일에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강습소장

은 李海盛, 감독은 趙炳瑾이 맡았다45). 李鍾馨은 

37) 「大韓醫士議案」 皇城新聞. 第3437號. 隆熙 4年 8月 2

日字. 

38) 廣告. 每日申報. 第1470號. 明治 43年 9月 8日字. 

39)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1995. p.408. 

40) 「醫士會文簿調査」 每日申報. 第1524號. 明治 43年 11

月 13日字. 

41) 「醫界의 一新光」 每日申報. 第1534號. 明治 43年 11月 

25日字 : 회두 겸 교사에 일본인 의사 오가와(小川末五

郞), 부회두에 李海盛, 참사장에 李鶴浩, 부참사장 겸 舊

學敎師에 洪鍾哲, 감사장에 趙炳瑾, 모로(毛呂德衛) 등으

로 정하였다.   

42) 「漢城醫師硏鑽會」 每日申報. 第1536號. 明治 43年 11

月 29日字 : 회장을 오가와(小川末五郞), 상담역을 후지다

(藤田) 의원장이 맡았다.  

43) 「朝鮮醫師硏鑽會」 每日申報. 第1653號. 明治 44年 4月 

27日字 : 회두에 오가와(小川末小郞), 부회두 李海盛, 감

사 모로(毛呂德衛), 참사장 李鶴浩, 부참사장 洪鍾哲, 趙炳

瑾, 참사 17명을 선임하였다. 

44) 「新舊醫學講習生募集廣告」 每日申報. 第1767號. 明治

44年 9月 7日字. 

45) 廣告. 每日申報. 第1777號. 明治 44年 9月 19日字. 

韓國東醫學史에서 大韓醫士會(大韓醫士總合所)에서 

개설하였던 東西醫學講座가 계속 이어져 朝鮮醫師硏

鑽會까지 이어졌고, 1913년 12월에 만 3년간의 강

좌를 끝내고 해산되었다고 하였다46). 講座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강연이 아니라 정규 교육의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이 東西醫學講座가 新舊

醫學講習所와 유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거나, 혹은 

이름만 다르고 실제 같은 기관의 교육과정이었을 가

능성도 있다. 참고로 大韓醫士總合所의 講習所에서 

東醫學 강사를 맡기로 하였던 徐丙孝를 중심으로 한

국병합늑약 이후인 1911년 1월에 漢城醫學講習所가 

설립되어 같은 해 2월 27일에 개학식을 가졌는데 

이 講習所는 전적으로 西醫 양성을 목표로 하였

다47). 한편 朝鮮醫師硏鑽會는 1912년 9월에 東醫學

校 설립을 청원하였는데48) 이것이 무산되자 10월 

25일에 李峻奎, 洪鍾哲 등이 東醫維持會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朝鮮醫師硏鑽會는 임원을 개편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49). 1912년 12월에 大韓醫

士總合所의 임원들이 모여 醫學講究會를 결성하고, 

회장에 崔奎憲, 부회장에 李峻圭, 총무에 徐丙琳, 회

계에 沈希澤, 서기에 徐相浩, 간사장에 洪鍾哲, 의사

장에 李海盛 등을 선임하였다50). 이 醫學講究會는 

기존에 남아있던 朝鮮醫師硏鑽會와 경쟁 관계가 되

어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결국 두 회는 합의에 의하

여 1913년 9월 8일에 朝鮮漢方醫師會로 통합되었

46)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2. 

47) 「醫學員大募集廣告」. 每日申報. 第1563號. 明治 44年 1

月 5日字 : 강습과목은 물리, 화학, 생리, 해부, 약물, 진

단, 병리, 내과, 외과, 소아과, 산과, 안과, 세균, 위생, 임

상강의, 조제실습 등이었고, 강사는 徐丙孝(소장, 전전의

장), 후루시로(古城 貞, 총독부의원 醫官), 金起雄(주임 겸 

교수, 의학진사), 孫壽卿(학감 겸 교수, 의학진사), 鄭利泰

(간사 겸 강사, 동경약학교 졸업생), 康秉鈺(강사, 천엽의

학전문학교 의학사), 康昌梧(강사) 등이었다. 

48) 「東醫學校設立」 每日申報. 第2083號. 大正 元年 9月 

22日字.

49) 廣告. 每日申報. 第2107號. 大正 元年 10月 23日字, 「醫

士會의 任員」 每日申報. 第2109號. 大正 元年 10月 25

日字 : 회두 李峻奎, 부회두 洪鍾哲, 총무 徐丙琳, 참사장 

李海盛, 간사장 元容參, 참사원 22명이 선임되었다. 

50) 「醫學講究會任員」 每日申報. 第2165號. 大正 元年 12

月 29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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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52). 그러나 이 통합은 불완전하여서 기존의 두 

會가 사실상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던 와중에 1913년 11월 15일에 醫師規則, 

齒科醫師規則, 醫生規則 등이 반포되어53)54) 1914

년 1월 1일부터 漢醫師는 모두 醫生으로 불리게 되

었다. 醫學講究會는 醫生規則이 반포되자 명칭을 朝

鮮醫生會로 바꾸고 회장 洪鍾哲, 부회장 徐丙琳, 총

무 黃翰周, 평의장 張容駿, 편집부장 李海盛, 주필 

崔在學 등으로 임원을 정하였다55). 朝鮮醫生會는 기

존에 남아있던 朝鮮漢醫師會와 함께 당시 漢醫師들

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당국의 衛生課에

서는 두 모임의 임원을 함께 불러 醫生規則 반포 이

후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향후 의료기관이 없는 

벽지에 의생을 파견하여 진료하게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56).      

1915년 서울 창덕궁 비원에서 朝鮮物産共進會의 

개최를 계기로 10월 23일부터 3일간 의생 770여명

이 참가하여 全鮮醫生大會를 개최하였는데 高宗, 純

宗, 總督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성대하게 치러

졌으며 이어서 11월 7일에는 전국 단위의 漢醫師 

단체인 全鮮醫會를 조직하였다57). 그러나 全鮮醫會

는 이후 내분이 일어나 수습되는 과정에서 全鮮醫生

會로 개칭하고 임원을 개편하였는데58) 잔존하는 全

51) 「漢方醫會 合倂」 每日申報. 第2368號. 大正 2年 8月 

31日字.  

52)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1995. p.412 : 총재에 李完用, 고문에 趙重應, 회장에 兪

吉濬, 부회장에 金性璂, 서기 李烋善, 평의장 洪鍾哲, 간사 

金永勳 등 5인, 평의원 30인이 결정되었다.

53) 「府令 第102號, 醫生規則」 朝鮮總督府官報. 第389號. 

大正 2年 11月 15日字. 

54) 盧正祐. 韓國醫學史(韓國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68. p.859. 

55) 朝鮮醫生會規則. 漢方醫藥界. 朝鮮醫生會. 1914(1. 15.). 

第1卷 第2號. pp.40-42. 

56) 「兩醫會主務 召集」 每日申報. 第2496號. 大正 3年 2月 

5日字 : 朝鮮漢醫師會에서는 부회장 金性璂와 총무 金永

勳이 참석하였고 朝鮮醫生會에서는 회장 洪鍾哲과 총무 

黃翰周가 참석하였다. 

57) 「全鮮醫會發起總會」 每日申報. 第3040號. 大正 4年 11

月 9日字 : 회장 池錫永, 부회장 崔東燮, 총무 金壽哲, 감

사부장 趙炳瑾, 회계부장 李喜豊, 감사부원 金永勳, 韓秉

璉, 李完珪, 全鳳, 朴麟緖, 朴鏞臣, 康華植, 金東熏, 張起學 

등이 선출되었다.  

鮮醫會 측과 대립이 일어나 결국, 1916년 4월 1일 

소관 官憲으로부터 두 회는 해산명령을 받고 이때부

터 한동안 漢醫들의 공식적인 단체 조직이 금지되기

에 이르렀다59). 당시 全鮮醫會의 회칙의 세칙에는 

講演, 敎授, 著述 등을 담당하는 講述師에 대한 규

정이 있었고60), 醫學講習所를 설치하여 학생을 모집

하기도 하였다61).         

한편 구한말의 의학자이며 景岳全書의 연구자

로 알려진 洪鍾哲62)은 1908년 1월 10일에 李海盛, 

趙炳瑾 등과 함께 寺洞에 醫學講習所를 설립하였는

데63)64) 이후 실제 1회 졸업생은 1912년 4월에 배

출하였고65) 1913년 5월에 公認을 받고 公認醫學講

58) 廣告. 每日申報. 第3138號. 大正 5年 3月 10日字 : 회장 

池錫永, 부회장 趙炳瑾, 총무 金壽哲, 崔東燮, 강습소장 洪

鍾哲, 간사, 朴麟緖, 張起學, 평의장 金永勳, 고문 閔丙奭, 

尹德榮, 宋秉睃, 李根湘 등을 선출하였다. 

59) 「全鮮醫會解散」 每日申報. 第3139號. 大正 5年 3月 11

日字. 

60) 全鮮醫會規則(細則). 東醫寶鑑. 全鮮醫會. 1916(1. 1.). 第

1號 附錄. p.17 : 講述師名簿. 東醫寶鑑. 第2號. 1916. 1. 

25. p.39 : 池錫永, 趙炳瑾, 崔東燮, 洪鍾哲, 徐丙孝, 閔儀

鎬, 李完珪, 田光玉, 金永勳, 張起學, 李喜豊, 朴麟緖, 林昌

洙, 李峻奎, 徐丙琳, 高濟柏, 李祥源, 李承九, 張斗熙, 朴海

鎭.   

61) 醫學講習所學生募集廣告. 東醫寶鑑. 全鮮醫會. 1916(1. 

1.). 第1號. 앞표지(뒷면).       

62) 景岳을 추종하여 號를 慕景이라 하였으며 말년까지 매일 

아침 經脈, 陰陽, 表裏, 寒熱, 虛實 등 篇을 읽은 후에 진

료에 임했다고 한다. 

63) 本講習所沿革略記. 東西醫學報. 公認醫學講習所. 1916(6. 

26.). 第1號. 앞표지(뒷면) : 1908년 1월 10일 寺洞 8통2

호에 설립, 1912년 10월 1일 水門洞 94통1호의 普光學校

를 수리하여 이전, 1915년 6월 10일 臥龍洞 15번지로 이

전, 1916년 1월 19일 益善洞 57번지 全鮮醫會 會舘으로 

이전하였다가 1916년 4월 1일에 齋洞 100번지 자리로 

옮겼다. 1913년 5월 20일에 洪鍾哲의 명의로 公認을 받

았다.   

64) 李鍾馨은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2)에서 同濟醫

學校 폐지 후 학생들을 인수하여 설립한 것으로 추정하였

으나, 金斗鍾은 韓國醫學史(서울. 正音社. 1955. p.519)

에서 隆熙2년(1908년) 10월에도 同濟學校가 존속하고 있

었다고 하였으므로 洪鍾哲의 醫學講習所 설립 배경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65) 卒業回數及卒業生狀況. 東西醫學報. 公認醫學講習所. 

1916(6. 26.). 第1號. 앞표지(뒷면) : 1912년 4월 제1회 

17명, 1914년 3월 제2회 5명, 1915년 3월 제3회 12명, 

1916년 3월 제4회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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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所로 불렸다. 한편 醫生規則 반포 이후 朝鮮醫師

講究會가 개칭되면서 洪鍾哲이 회장이 된 朝鮮醫生

會에서 발행한 朝鮮醫藥界 1卷 2號(1914년 1월 

發行)를 보면 당시에 이미 私立醫學講習所가 운영되

고 있었으며 당시 所長은 李峻奎가 맡고 있었는데, 

이 私立醫學講習所가 바로 洪鍾哲이 1913년에 公認

을 받은 公認醫學講習所이다66). 公認醫學講習所가 

비록 公認은 받았으나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漢醫

의 단체를 대표하는 講習所가 아니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講習所가 私立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불

렀을 것이다. 어쨌든 朝鮮醫生會는 醫學講習所 설립

을 통한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는데67) 실제 洪

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가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

으로 보인다68). 公認醫學講習所는 1917년 3월에 제

5회 졸업생 30명69), 1918년 3월에 제6회 졸업생 

본과 25명과 통신과 40명을 배출하였다70). 1918년

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李應善이 설립하

고 池錫永이 원장으로 있었던 東西醫學 절충의 진료

를 하던 朝鮮病院에 인수되어 11월에 公平洞으로 

옮기게 되었고, 소장 李應善, 소감 徐相浩, 학감 李

光鍾 등의 보직으로 개편 운영되었다. 公認醫學講習

所는 1919년 32명의 제7회 졸업생 배출71) 이후 洪

鍾哲의 서거로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한편 平壤에서는 金壽哲, 池昌奎 등이 平壤醫學

講習會에서 1914년 6월에 醫生 170여명에게 講習

66) 「醫學講習所卒業式」 每日申報. 第3765號. 大正 7年 4

月 2日字 : 洪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를 私立醫學講習所로 

칭하고 있다. 

67) 朝鮮醫生會規則. 漢方醫藥界. 朝鮮醫生會. 1914(1. 15.). 

第1卷 第2號. pp.40-42.

68) 奇昌德의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서울. 도서출판아카데

미. 1995. pp.418-419)에는 1911년부터 洪鍾哲이 소장

을 맡았던 朝鮮醫學講究會의 講習所가 朝鮮醫生會가 발족

하면서 朝鮮醫學講習所로 개칭되었다고 하였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다.   

69) 「醫學講習所第五回卒業式」 每日申報. 第3462號. 大正 6

年 4月 5日字 : 李鍾馨의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

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3)에는 제5회 졸업생이 38명으로 되어 있다. 

70) 「醫學講習所卒業式」 每日申報. 第3765號. 大正 7年 4

月 2日字.

71)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3. 

會를 개최하는 동시에 平南醫會를 조직하였는데72) 

회장 金壽哲, 부회장 池昌奎를 선출하였다. 1915년 

2월에 제1회 平南醫會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

였고73), 같은 해 3월에는 朝鮮醫會로 개편되었다가 

1916년 5월에 해산되었다74). 그밖에도 1930년대 

중반에는 忠南에서 成周鳳을 중심으로 忠南醫藥, 
漢方醫藥 등을 발간하면서 醫學講習所를 세워 운

영하기도 하였다75).

1916년 4월 1일 漢醫界의 단체 조직이 금지된 

이후 곧바로 비공식적으로 東西醫學硏究會가 설립되

어 활동을 하다가 창립 5주년이 되는 1921년76)의 

11월 30일에 總督府로부터 마침내 정식 승인을 받

았다77). 東西醫學硏究會는 講習會와 講演會를 개최

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는데78), 1924년에 내부 

분규로 혼란이 일어났다가 1925년에 다시 정상화된 

이후 1928년에 이르러서 醫學講習院을 신설하여 학

생을 모집하였고79)80) 1929년 3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16명을 배출하였다81). 그런데 韓醫學通史

72) 「醫會又起」 每日申報. 第2610號. 大正 3年 6月 19日

字. 

73) 「第一回醫會(平壤)」 每日申報. 第2817號. 大正 4年 2月 

13日字.

74) 대한한의사협회역사편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사

(1898-2011). 서울. 유천문화사. 2012. p.76. 

75)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8.

76) 「東西醫學硏究會 오주년기념축하와 간친회의성황」 朝鮮

日報. 第270號. 大正 10年 5月 18日字. 

77) 「東西醫學會承認」 每日申報. 第5032號. 大正 10年 12

月 3日字.

78) 規則. 東西醫學硏究會月報. 東西醫學硏究會. 創刊號. 

1923. 12. 30. p.30. 

79) 「講習所新設 施療所도設置 강의록도발행」 東亞日報. 第

2795號. 昭和3年 6月 7日字, 「講義錄도發行 강의록도낸

다 東西硏究의事業」 東亞日報. 第2799號. 昭和3年 6月 

11日字. 

80) 김기욱, 김남일 외 14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488-489, 대한한의사협회역사편찬위원회. 대한

한의사협회사(1898-2011). 서울. 유천문화사. 2012. p.80 

: 豫科2년, 本科1년의 과정으로 醫學入門, 本草, 鍼灸大成, 

脈經, 解剖學, 生理學, 病理學, 傳染病, 運氣, 傷寒, 雜病, 

外科, 應急法 등의 과목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다. 

81) 「漢醫講習所첫卒業 新出醫生十六名」 每日申報. 第7736

號. 昭和 4年 4月 1日字. 醫學講習院이 3년의 연한이었으

므로 이때 졸업한 학생들이 1928년 講習所 신설 이전에 

이미 강의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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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용한 金永勳 備忘錄의 「講習院通知文」이 

1919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928

년에 醫學講習院이 신설된 것은 이전에 소규모나 임

시로 운영되었던 醫學講習院이 본격적으로 다시 再

開院한 것으로 보인다. 1929년 7월에는 醫學講習院

의 강습 내용을 확장하고82) 1930년 2월에는 학생

을 늘려 모집하기도 하였다83)84). 1934년 10월 15

일에 東西醫學硏究會는 그동안의 부진한 활동을 일

신하기 위하여 振興大會를 열고 任員을 개편하였

다85). 회장에 金明汝, 부회장에 安孝式, 李明善, 간

사 金東薰, 金鍊煥, 金永勳, 趙憲泳, 李元模, 평의원 

李世林, 都殷珪, 朴麟緖, 李乙雨 외 24인 등이었다. 

이때에 총회에서 漢醫學 敎育機關을 설치할 것을 결

의하였다86). 이후 東西醫學硏究會는 東洋醫藥의 

간행과 지부별 강습회와 강연회를 이어가다가, 

1937년 2월에 당시 永年醫生이 줄어들고 있고 

1940년부터 限年醫生제도마저 總督府에서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경기도의 아마기시(天岸敏介) 

위생과장과 교섭하여 경기도 관내 無醫面 의료시설

에 醫生을 교육시켜 파견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87). 

이에 따라 京畿道醫生講習所가 설치되었고 1937년 

4월 10일 경부터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1944년까

지88) 6회에 걸쳐 총 300명의 醫生을 교육 배출하

여 경기도 관내에 배치하게 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

아서 大田에서도 成周鳳 등이 忠南 衛生課와 교섭하

여 忠淸南道醫生講習所를 설치하고 1년간 수십명의 

82) 「東西醫學硏究 講習擴張」 朝鮮日報. 第3065號. 昭和 4

年 7月 23日字.

83) 「東西醫學擴張 新入生增募」 朝鮮日報. 第3262號. 昭和 

5年 2月 5日字.

84) 「東西醫學硏究會 附屬醫學講習院」 東亞日報. 第3417號. 

昭和 5年 2月 19日字. 

85) 東西醫學硏究會任員. 東洋醫藥. 東洋醫藥社. 第1號. 1935. 

1. 1. p.76.  

86) 「漢醫에게 敎育機關을 設置」 東亞日報. 第4617號. 昭和 

8年 10月 19日字 : 결의 내용은 一, 東洋醫藥을 발간할 

것. 二, 漢醫學敎育機關을 設置할 것. 三, 漢方醫學業者의 

地位保障 등이었다.  

87) 申佶求. 回顧와 追憶.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6月 

15日字,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

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9. 

88)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9. 

醫生을 배출하여 도내에 배치하게 하였다89). 1939

년 4월에 日本 東洋醫道會의 요청과 주선으로 總督

府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漢醫界에서는 東洋醫藥協

會를 창립하고90) 東醫學術講演會도 개최되었는

데91), 이때 주요 추진 사업으로 東洋醫藥專門學校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학교 승인이 거의 성사될 

단계에서 總督府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에 대신하

여 茶洞에 東洋醫藥講習所를 세워 학생을 모집하고 

1940년 4월부터 개강하였다92). 이후 東洋醫藥講習

所는 趙寅燮, 趙鍾國, 朴基承 등의 찬조로 유지되다

가 蔡大植이 소장이 되면서 京城皇漢醫學院으로 개

칭되고 운영권도 蔡大植에게 넘어갔다93). 東西醫學

硏究會는 회장 金明汝의 신병 악화로 그 활동이 위

축되었고 오히려 활동을 지속하고 있던 京畿道醫生

講習所의 講師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잦았는데 이를 

계기로 1942년 9월에 京畿道醫生會가 창립되었

다94). 회장에 金永勳, 부회장에 金東薰, 평의원 金

秉厦, 金鍊煥, 李承烈, 金鳳翼 등이 선출되었으며 

300명 규모의 會를 유지하였다. 이후 京畿道醫生會

는 道衛生局과 교섭하여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醫生들에게 藥材를 배급하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여

기서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1945년 초 낙원동에 회관(東醫會館) 건물을 마련하

게 되었다95). 

89) 申佶求. 回顧와 追憶.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6月 

15日字.  

90)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0 : 협회 이사장에 

金明汝, 부이사장에 한약조합 측의 趙寅承, 이사 金東薰, 

趙鍾國, 金鍊煥, 玄鎬燮, 金永勳, 蔡大植, 申佶求 등이 선

임되었다. 

91) 申佶求. 春宵閑話.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5月 8

日字.

92)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1 : 漢醫學 과목의 

강의는 京畿道醫生講習所의 강사들이 출강하였고 서양의

학 과목의 강의는 京城帝大 醫學部 출신인 蔡大植의 주선

으로 城大 출신 의사들이 맡아서 하였다.   

93) 申佶求. 春宵閑話.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5月 11

日字. 

94)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2.

95)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3 : 대지 200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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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解放後의 韓醫學 高等敎育機關96) 

1945년 8월 해방 이후 그해 10월에 金永勳을 창

립위원장으로 하여 전국 단위의 醫士會를 조직하기

로 하고, 11월 3일에 朝鮮醫士會가 설립되어 회장 

朴鎬豊, 부회장 金東薰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東洋醫學專門學

校의 설립을 결의하고 의연금을 모금할 기성회를 구

성하였다. 1946년 4월 5일에 京畿道醫生會를 대표

하여 朴鎬豊이 낙원동에 있던 東醫會館을 매각하여 

기성회에 기부하였고 이후 東洋醫學專門學校 설립의 

전 단계로 학원 인수를 모색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 

蔡大植으로 운영권이 넘어가 東洋醫藥講習所에서 명

칭이 바뀌었던 京城皇漢醫學院을 다시 인수하여 東

洋醫學專門學院이란 이름으로 미군정 당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1946년 10월 4일에 허가를 받아 학원

장에 李炳天을 임명하고 남산의 구 京城神社 부속건

물을 校舍로 하여 개강을 하였다. 이후 1947년 12

월 31일에 ‘문고발 제65호’로 정부로부터 財團法人 

杏林學院의 정식 인가를 받고 金東薰이 이사장에 취

임하였다. 杏林學院은 1948년 3월 24일에 미군정 

당국의 허가를 얻어 ‘문고발 제12호’로 人文學科와 

東洋醫學科의 2개과에 수업연한 4년인 東洋大學館

을 설립하였으며 초대 學館長으로 朴鎬豊이 취임하

였다. 東洋大學館은 임시 校舍인 구 京城神社 부속

건물로부터 옮겨 마장동 365번지의 漢榮高等學校 

校舍를 임대하여 강의를 진행하다가 1948년 말에 

노량진 114번지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당

시 서울에는 石柔順이 세운 首都漢醫專門學院이 있

었고 대구에도 1949년에 呂元鉉이 세운 東洋醫學專

門學院이 있었다97). 1950년 5월 31일에 2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東洋大學館은 같은 해 6월 25일에 

건평 150평의 木造瓦家건물로서 후일 해방 후 학교재단 

설립의 재원이 되었다.   

96)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李鍾馨의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

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와 대한한의사협회역사편찬위원회의 대한한의사협

회사(1898-2011)(서울. 유천문화사. 2012)의 내용을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97) 東洋醫學專門學院은 한국전쟁 때 부산에 있었던 서울漢醫

科大學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서울로 수도가 되돌아 

온 이후에도 대구에서 다시 개원을 한 기록도 보인다.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東大

新洞에 임시 교사를 세우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후 1951년 9월 25일에 國民醫療法이 제정되면서 

漢醫師제도가 만들어졌고 1952년 12월 10일에 사

단법인의 大韓漢醫師會가 결성되었다. 1952년 8월 

20일에 杏林學院은 새 이사진을 구성하여 9월에 문

교부 인가를 받고, 이후 東洋大學館을 개편하여 

1953년 3월에 ‘문고 제429호’로 서울漢醫科大學의 

설립을 허가받았다. 수업연한 4년으로 각학년 60명

씩 정원이었으며 1953년 4월 1일에 부산의 임시 교

사에서 개강하였다. 서울漢醫科大學은 이후 1953년 

9월에 서울로 수도가 옮겨지면서 안암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 1950년 6월 10일 부산에서 洪鳳

述이 釜山 東洋醫學專門學院을 설립하여 초대학원장

으로 鄭寅穆, 부원장에 李羽龍, 權義壽 등이 취임하

였고, 곧 1기생 60명을 선발하여 1년한 학제의 강

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1957년말까지 釜山 東洋醫

學專門學院은 3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당시 서

울 안암동에 있던 東洋醫藥大學에 편입되어 문을 닫

게 된다. 서울漢醫科大學이 1955년에 藥學科를 신

설하면서 3월 10일에 東洋醫學大學으로 개정 인가

를 받게 되었고 8월 1일 藥學科를 병설하면서 東洋

醫藥大學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게 된다. 1959년 말

부터 재단의 비리 문제가 일어나서 1960년 9월에 

재단이사 전원이 해임되고 11월 17일에 문교부는 

관선이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東洋醫藥大學이 계속 

내부 분규로 표류하는 도중 5․16군사정변이 발생하

여 1962년 3월에 학교정비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으며 3월 20일에 의료법 개정 공포로 한의

학 고등교육기관이 폐지되었다98). 杏林學院은 고육

지책으로 1962년 3월 27일에 자격이 격하된 東洋

醫藥學校로 설립 허가를 얻어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이 학교의 졸업생은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漢醫學士 

학위를 받을 수도 없고 漢醫師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1963년 5월에 발족한 동양의약대학재

건추진위원회의 활동 등 한의계의 다각적인 노력으

98) 개정 의료법에서는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과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에서 한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 학사를 취득하고 한의사 국가고사에 합격한 자만

을 한의사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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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63년 11월 25일에 드디어 의료법 제14조 2항

의 개정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3일에 공

포되면서 東洋醫藥大學이 다시 부활하였다. 형식상 

醫科大學을 설립해야 하는 새로 개정된 의료법의 규

정에 따라 東洋醫科大學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어 6

년제 醫科大學으로 인가를 문교부에 신청하게 되었

으며, 12월 16일에 정식 인가를 받아 1964년 3월

부터 예과2년 본과4년의 학제로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초대학장으로 李鍾奎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문교부가 요구하는 醫科大學의 대학 시설기

준에 미달되어 漢醫師協會를 중심으로 재원 확충을 

시도하였으나 기금 모금이 여의치 않아 결국 1964

년 12월에 협회는 기금 마련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문교부는 1965년 1월에 임시이사진을 선임

하고 東洋醫科大學을 타 대학에 합병하는 절차를 진

행하였다. 당시 1964년 말부터 흡수합병을 원하는 

대학은 7-8개 정도 되었고 그 가운데 慶熙大學校의 

高凰財團이 두드러졌으나 慶熙大學校와의 합병은 당

시 재단이사회와 협회 중앙위원회의 이견과 일부의 

반대로 포기 상태에 있었다.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다시 高凰財團과 협의를 시도하여 3월 22일에 高凰

財團 오정명 이사장을 杏林學院 이사장으로 선임하

였고, 3월 27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같은 해 9월 3

일에 정식으로 杏林學院은 高凰財團에 흡수 병합되

었다. 당시 의료법에 6년제 醫科大學 漢醫學科의 졸

업생만이 한의사 국가고사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는 

특수한 규정에 따라 杏林學院을 합병한 慶熙大學校

는 자연히 東洋醫科大學을 병합하여 醫科大學을 신

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65년 11월 3일에 慶

熙大學校에 처음으로 醫科大學 認可가 나고 12월 

17일에 東洋醫科大學의 漢醫學科는 慶熙大學校 醫

科大學 漢醫學科(단일과 40명 정원)로, 東洋醫科大

學의 藥學科는 慶熙大學校 藥學大學(단일과 40명 정

원)으로 신설이 확정되었다. 이듬해인 1966년 11월 

25일에 경희간호학교가 인가되고 같은 해 12월 8일

에 문리과대학 내에 醫豫科(70명), 齒醫豫科(50명)

가 신설되어, 1967년부터 이들 科가 신입생을 모집

함으로써 비로소 의학계열 학과들이 구색을 갖추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이후 1971년에 경희의료원이 

설립되었다.  

2. 近現代 韓醫學 高等敎育機關의 

敎育課程 

1) 朝鮮末期와 大韓帝國의 韓醫學 高等敎育機關

의 敎育課程  

朝鮮時代의 의학교육은 민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청에서 주로 醫科 시험을 목표로 시행되었

는데 高宗4년(1867년)에 간행된 六典條例에는 醫

科의 初覆試 및 取才에 채택된 講書들이 기재되어 

있다99). 대체로 개편된 續大典(1746년)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素問, 本草, 纂圖, 銅人經
등의 기본 서적 이외에 直指方, 醫學正傳, 醫
學入門, 東垣十書 등의 臨床書가 중시되었고 大
典會通(高宗2년, 1865년)의 法典을 面講한 것도 특

징이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의학교육은 典醫監, 惠民署

가 축소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 醫科初覆試 

및 取才가 폐지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과거제

도가 없어진 이상 관청에서 자체로 의학교육을 실시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후 光武3년(1899년) 3

월에 大韓帝國에서 반포한 칙령 제7호의 醫學校官

制100)에는 內外各種醫術을 敎授한다고 목표를 정하

99) 六典條例․禮典. e-규장각자료총서. 2015 [cited 2017 10 

Aug]; Available from: URL: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

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

/kyujanggak.snu.ac.kr/home/CHO/CHO_VIEW.jsp?ptype

=list^subtype=oo^lclass=04^mclass=^id=GK05289_00^s

etid= 

醫科初試
(禮典․卷五)

醫科覆試
(禮典․卷五)

醫科取才
(禮典․卷六)

纂圖, 醫學入門 
背講(背誦)
銅人經, 直指方, 
本草, 醫學正傳, 
素問, 東垣十書, 
大典會通 面講
(臨文), 取十八
人

( 初 會 試 並 同 ) 
取九人

春夏等 纂圖 背誦 
年五十以上面講
直指方, 本草, 東垣
十書 臨文
秋冬等 醫學入門 
背誦 年五十以上面
講
銅人經, 素問, 醫學
正傳 臨文 

Table 1. Books of first and second 

examination and Selection of Medical 

examination in Liudiantia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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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학과 및 과정은 學部大臣이 정하고 수업연

한을 3년으로 하였다. 이 醫學校에서는 漢醫, 西醫

의 구분이 없었으나 주로 초보적인 서양의학 교육이 

이루어졌다101). 같은 해 7월에 만들어진 醫學校規

則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102).  

醫學校規則

第二款 學科 및 程度 

제1조 醫學校 速成科의 學科는 動物, 植物, 物理, 

解剖, 生理, 藥物, 診斷, 外科, 眼科, 婦兒, 衛生, 法

醫, 種痘, 體操로 정한다. 단 時宜에 따라 1, 2科目

을 增減할 수 있다.  

第四款 入學, 休學

제3조 入學을 원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을 照하여 

稟請狀을 敎長에게 제출하면 敎長이 敎官과 會同하

여 入學試驗을 거쳐 許入한다.    

入學試驗科目

漢文 : 讀書 作文

國文 : 讀書 作文

算術 比例 式答

敎授 과목은 서양의학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

으나 입학시험에 漢文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漢醫

學을 이해하기 위한 소질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1899년 4월에 반포된 칙령 제14

호의 病院官制103)를 살펴보면 醫師의 종류와 자격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4조 병원에 다음 직원을 둔다. 

病院長 1人    奏任

技師 1人    奏任

100) 金信根. 韓國醫藥事.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635. 

101)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카데미. 

1995. p.398. 

102) 金信根. 韓國醫藥事.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638-641. 

103) 金信根. 韓國醫藥事.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635-636. 

醫師 15人 以下  判任(大方醫 2員, 種痘醫 10

員, 外科醫 1員, 小兒醫 1員, 針醫 1員) 

製藥師 1人    判任

書記 1人    判任 

病院官制의 의사 종류에는 針醫가 포함되어 있으

며, 大方醫는 원래 한의학 용어인데104) 西醫를 이전

의 명칭을 따라 직접 지칭하였거나, 병원 내에 漢醫, 

西醫가 모두 채용되어 함께 진료하였음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光武4년(1900년) 1월에 반

포된 醫士規則105)을 보면 醫士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醫士規則

제1조 醫士는 醫學을 慣熟하여 天地運氣와 脈候

診察과 內外景과 大小方과 藥品溫涼과 鍼灸補瀉를 

통하여 對症投劑하는 者를 云함이라.  

제2조 醫士는 醫科大學과 藥學科의 卒業證書가 

有하여 內部試驗을 經하여 認可를 得한 外에 醫業을 

行치 勿할 事. 단 現今間에는 從權하여 그 醫術愚劣

을 衛生局에서 試驗하여 內部大臣이 認許狀을 給與

할 事. 

이에 따르면 大韓帝國에서 규정한 의사는 天地運

氣, 脈診, 內外景 등의 한의학적 소양을 갖추고 약

물과 침구 치료를 시행하며 이에 더하여 서양의학을 

습득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후 醫科

大學과 藥學科의 교육제도를 설립하여 이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醫業에 종사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때 

설립 예정의 醫科大學은 앞서의 醫學校規則에 따르

면 서양의학을 위주로 교육하는 기관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즉, 당시 의사 인력을 배출하던 國立醫學校

가 비록 형식적으로 西醫를 배출하는 교육을 하였으

104) 韓醫學의 13분과 중 하나인 大方脈을 담당하는 의사를 

말하며 소아를 치료하는 小方脈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성

인을 치료한다. 

105) 金信根. 韓國醫藥事.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625, 奇昌德. 韓國近現代醫學敎育史. 서울. 도서출판아

카데미. 1995.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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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漢醫가 함께 배치되어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漢

醫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朝鮮末期의 의학교육이 특정 醫書 중심의 講讀으로 

이루어져서 근대식 교과서와 과목으로 아직 전환되

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제화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해보면, 大韓帝國은 漢醫, 西醫의 구분이 없

는 통합된 의사면허제도를 만들고, 통합된 의학 교

육기관에서 漢醫의 소양을 바탕으로 서양의학을 적

극적으로 습득한 의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

는 당시 大韓帝國이 취했던 국내외적인 정치적 입장

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1904년 일

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光武9년(1905년) 2월

에 칙령 제18호로 廣濟院官制106)를 반포하였는데 

韓藥所와 洋藥所를 두어 두 의학을 서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廣濟院官制

제2조 廣濟院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長 1人 衛生局長例兼 

醫師 12人 內 3人은 奏任, 9人은 判任

(韓藥所 4, 洋藥所 3, 種痘所 5)

製藥師 2人 判任

書記 2人 判任

技手 2人 判任

大韓帝國의 의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서양의학 위

주로 이루어지고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漢醫學

이 정부의 관리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자 光武8년

(1904년)에 洪哲普, 張容駿, 金炳觀 등이 漢醫學교

육을 주로 담당하는 大韓醫學校의 설립을 學部에 청

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정해지지 않았

고 병원을 병설하여 內科와 外科로 나누어 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大韓醫學校는 이후 同濟醫學校

(1904년말~1905년초경 설립, 1908년말경 폐지)의 

설립으로 구체화된다.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교육을 담당할 敎授를 선발하였는데 洪哲普, 

106) 金信根. 韓國醫藥事.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641-642. 

張容駿, 李鶴浩 등이 考試官이 되어 지망자들에게 

面講과 背講으로 內經, 東醫寶鑑, 醫學入門
등을 보게 하여 都敎授 金永勳, 副敎授 田光玉을 선

발하였다107). 해방 전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유일

한 한의학 국립교육기관인 同濟醫學校(同濟學校)는 

醫學, 國漢文, 筭術, 外國語學, 物理學 등의 과목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의학 전문과목과 중등보

통학을 일반 남녀에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 또한 밖으로는 男敎師, 안으로는 女敎師

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내에 藥鋪를 두어 

학생 실습과 일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108)109). 

당시 의학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학생 모집 광고에 소개된 과목이나110) 이후 朝鮮醫

師硏鑽會의 附設新舊醫學講習所나 洪鍾哲의 세운 公

認醫學講習所의 교육과정 등으로 유추해 보면, 漢醫

學을 중심으로 西洋醫學을 겸하여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때의 漢醫學 교육이 근대식 과

목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內經, 
東醫寶鑑, 醫學入門 등의 醫書를 직접 講解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학뿐만 아니라 일반 

중등교육도 병행하고 과학과목인 물리학을 가르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학생실습

을 위하여 교내에 藥鋪를 설치한 것도 특징이다.    

 

2) 日帝强占期의 韓醫學 高等敎育機關의 敎育課程

이 시기의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인가된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으므로, 주로 당시 漢醫

師를 대표하는 공식 또는 비공식 단체에서 부설한 

교육기관들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107)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1. 

108) 「同校趣旨」 皇城新聞. 第2194號. 光武 10年 5月 31

日字. 

109) 「학원모집광고」 帝國新聞. 第9卷 第120號. 光武 10年 

5月 31日字 : 의학, 국한문, 산술, 외국어학을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치며 7월 1일에 개학한다고 하였

다.

110) 廣告. 大韓每日申報. 第4卷 第343號. 光武 10年 10月 

11日字 : 漢醫學, 西洋醫學, 日語科를 敎授하며 10월 20

일에 입학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자격은 20세 이상 30세

까지의 사람으로 입학시험 과목은 國漢文, 讀書, 作文, 楷

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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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육기관 중에서 정부로부터 公認을 받은 기관

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漢醫師가 醫生으로 격하

되면서 總督府가 공식 醫學校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

았으므로 교육기관은 주로 講習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講習所들은 학년 당 수십명 정도의 

학생 정원으로 일련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

록 하였는데, 대규모의 인원을 단기간에 수용하여 

교육하는 醫學講習會 또는 醫學講演會와는 그 성격

이 다르다.     

(1) 朝鮮醫師硏鑽會 新舊醫學講習所의 敎育課程  

 高宗 퇴위 이후 1909년에 漢醫界를 대표하여 조직

된 大韓醫士總合所(大韓醫士會)에서 같은 해 12월에 

醫學講習所를 개설하였으나111)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알 수가 없다. 또한 1910년 8월 1일에 大韓醫

士總合所는 새로 校舍를 매입하여 東西醫學講座를 

개설하기로 하였는데112) 東醫學 강사는 朴準成, 徐

丙孝가, 西醫學 강사는 安商浩, 劉秉珌 등이 맡았다. 

또한 1910년 11월에 洪鍾哲, 趙炳瑾, 李海盛, 李鶴

浩 등이 발기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본인 

의사와 漢醫師가 같이 硏鑽會를 진행하는 漢城醫師

硏鑽會를 설립하였고 1911년 4월에 朝鮮醫師硏鑽會

로 개칭하였다. 大韓醫士總合所에서 개설했던 東西

醫學講座가 이 硏鑽會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

다113). 朝鮮醫師硏鑽會의 東西醫學講座 敎材는 다음

과 같다.  

朝鮮醫師硏鑽會 東西醫學講座 敎材114)  

[東醫學 部門]

黃帝內經 宋版 原書

脉經 王叔和 撰(晉代 280年)

醫學入門 李梴 著(明代 1575年)

111) 廣告. 皇城新聞. 第3253號. 隆熙 3年 12月 21日字. 

112) 「大韓醫士議案」 皇城新聞. 第3437號. 隆熙 4年 8月 2

日字. 

113)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2. 

114)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p.282-283.(金永

勳 備忘錄 및 學習記帳)  

東醫寶鑑 許浚 著(1610年)

[西醫學 部門]

生理學敎科書 安商浩 編(1909年版)

解剖學 小竹武次 撰 劉秉珌 譯(1907

年版)

近世病理學總論 今裕 述(1911年版)

衛生學問答 丁福保 編 學務大臣 鑑定

(1906年版)

診斷學 下平用彩 編著(1904年版)

井上內科學 井上善次郞 著(1911年版) 

實用婦人科學 佐藤勤也 編著(1910年版) 

産科學 今淵恒壽 著(1908年版)

兒科必携 弘田長 編著(1909年版)

질만스外科總論 田代義德 譯(1910年版)

藥物學提綱 鈴木幸太郞 編(1907年版) 

皮膚病學 筒井八百珠 編著(1911年版)

東醫學 부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채

택하여 왔던 黃帝內經, 東醫寶鑑, 醫學入門에 

王叔和의 脈經이 추가되어 있으며, 西醫學 부분에

서는 解剖, 生理, 病理, 藥物, 診斷, 衛生, 內科, 外

科, 婦人科, 産科, 小兒科, 皮膚科 등이 망라되어 있

다. 이 東西醫學講座는 비록 講座의 형식으로서 고

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으나 과목의 범위가 넓었고 

실제 진행되었던 상황 등을 살펴보면 그에 준하는 

수준이었다고 추정된다. 朝鮮醫師硏鑽會는 1911년

에 본격적으로 新舊醫學講習所를 부설하여 9월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李鍾馨의 韓國東醫學史에는 

이 新舊醫學講習所와 이전의 講座를 통틀어 東西醫

學講座라고 하였고 1913년 12월까 만 3년간의 강

좌를 끝내고 해산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金永勳의 

口傳을 옮겨서 당시의 교육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

록하였다. 

硏鑽會에 참가한 東醫들은 매우 열심히 東西醫學

을 비교하며 공부를 하였다. 西醫學講義 때는 加答

兒(catarrhalis)와 炎症과의 差異點에 對하여 質問을 

하기도 하고, 解剖學 時間에는 붓으로 그림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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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열심히 공부들을 하였다115). 

新舊醫學講習所가 이전의 講座 형태를 벗어나 解

剖學 실습을 실행할 정도로 고등교육기관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舊醫學講習所의 교

육과정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朝鮮醫師硏鑽會 附設新舊醫學講習所116)  

新醫學 : 解剖, 生理, 病理, 內科, 外科, 診斷, 細

菌, 藥物, 婦人, 産科  

舊醫學 : 大人, 小兒, 婦人, 外科, 鍼灸 

講師117)

舊醫學講師 附科目

洪鍾哲 景岳全書 

徐丙琳 類註內經

元用參 本草綱目

金顯貞 脉經

金海秀 黃帝素問

張起學 醫學入門

李完珪 針灸

新醫學講師

崔國鉉 醫學得業士

朴容南 醫學得業士

金守鉉 醫學得業士

姜元永 醫學士

池成沇 醫學士

康秉鈺 醫學士

朴啓陽 醫學進士

康昌悟 醫學受驗士

115)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82 : 실제 解剖

實習을 시행하였을 수도 있으며, 단지 교재를 통하여 간

접적으로 實習을 진행하였을 수도 있다.   

116) 「新舊醫學講習生募集廣告」 每日申報. 第1767號. 明治 

44年 9月 7日字.

117) 廣告. 每日申報. 第1777號. 明治 44年 9月 19日字.

新舊醫學講習所의 모집 정원은 新醫學은 無定數, 

舊醫學은 50명이었으며, 연령은 18세 이상 30세까

지 모집하였다. 교육기간은 新醫學 1개년 반, 舊醫

學 3개년이었고 강습시간은 新醫學은 매주 화, 목, 

토, 舊醫學은 매주 월, 수, 금에 저녁 7시부터 10까

지로 하였다. 개강은 9월에 하며 입시과목은 面講, 

四書中, 作文, 漢諺文 등이었다. 東西醫學講座의 교

육 내용과 비교하면 東醫學에서는 전통적인 醫書를 

중심으로 大人, 小兒, 婦人, 外科, 鍼灸 등으로 구분

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東醫寶鑑이 빠져 있고 

洪鍾哲의 영향으로 景岳全書와 類註內經118)이 

포함되어 있다. 西醫學에서는 小兒科, 皮膚科, 衛生 

등이 빠지고 細菌이 추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

이는 없다. 

또한 朝鮮醫師硏鑽會는 1912년 9월에 講習所보

다 격상된 東醫學校의 설립을 소관 관청에 청원하였

고119) 같은 해 10월에는 본회의 洪鍾哲, 徐丙琳, 李

海盛, 李峻奎 등이 東醫維持會를 설립하려고 하였는

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東醫學 중심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결과로 보인다. 

(2) 公認醫學講習所의 敎育課程

구한말의 의학자로 景岳全書를 중시하였던 洪

鍾哲(1852~1919)이 1908년 1월 10일에 李海盛, 

趙炳瑾 등과 함께 寺洞에 醫學講習所를 설립하였는

데120) 1913년 5월 20일에 公認을 받아서 公認醫學

講習所로 불렸다121). 朝鮮醫師硏鑽會가 1912년 9월

에 東醫學校 설립을 청원하였을 무렵에 洪鍾哲이 東

醫學院을 운영하고 있었는데122) 이것이 아마도 公

118) 張介賓의 類經으로 추정된다.  

119) 「東醫學校設立」 每日申報. 第2083號. 大正元年 9月 

22日字. 

120)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2. 

121) 本講習所沿革略記. 東西醫學報. 公認醫學講習所. 

1916(6. 26.). 第1號. 앞표지(뒷면) : 1908년 1월 10일 

寺洞 8통2호에 설립, 1912년 10월 1일 水門洞 94통1호

의 普光學校를 수리하여 이전, 1915년 6월 10일 臥龍洞 

15번지로 이전, 1916년 1월 19일 益善洞 57번지 全鮮醫

會 會舘으로 이전하였다가 1916년 4월 1일에 齋洞 100

번지 자리로 옮겼다.

122) 廣告. 每日申報. 第3765號. 大正 元年 10月 23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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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醫學講習所의 전신으로서 1908년에 설립하였던 

醫學講習所로 보인다. 公認醫學講習所의 공식 1회 

졸업생은 1912년 4월에 배출하였고123) 洪鍾哲의 

서거로 문을 닫은 1919년까지 모두 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표 2.). 

洪鍾哲은 1913년 10월에 최초의 근대식 한의학

잡지인 漢方醫藥界를 창간하기도 하였는데127), 이

후 1916년 6월에는 全鮮醫會의 청산자금으로 趙炳

瑾과 함께, 이미 全鮮醫會에서 1916년 1월에 간행

하였던 東醫寶鑑의 후속으로 東西醫學報를 간행

하였고 이 東西醫學報는 趙炳瑾이 1918년 3월에 

이름을 朝鮮醫學界로 고쳐 속간하였다. 이 가운데 

東西醫學報가 바로 公認醫學講習所에서 간행한 것

인데 그 창간호128)에 公認醫學講習所의 敎科課程이 

실려 있다129)(표 3.). 

大韓帝國에서 설립한 同濟學校에서 國漢文, 筭術, 

外國語學, 物理學 등의 중등보통학을 교육했던 것과 

123) 卒業回數及卒業生狀況. 東西醫學報. 公認醫學講習所. 

1916(6. 26.). 第1號. 앞표지(뒷면). 

124) 「醫學講習所第五回卒業式」 每日申報. 第3462號. 大正 

6年 4月 5日字 : 李鍾馨의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

史大系Ⅲ․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3)에는 제5회 졸업생이 38명으로 되어 있다.

125) 「醫學講習所卒業式」 每日申報. 第3765號. 大正 7年 4

月 2日字.

126) 「醫學講習所卒業式」 每日申報. 第3765號. 大正 7年 4

月 2日字.

127) 鄭智薰. 日帝時代初期 韓醫學術雜誌 硏究. 慶熙大學校大

學院. 2001. pp.3-6. 

128) 東西醫學報. 서울. 公認醫學講習所. 1916(6. 26.). 第1

號. : 東西醫學報. 大正五年 六月二十六日 發行 (每月二十

六日一同發行). 大正五年六月二十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京城 公認醫學講習所 (第壹號)

129) 東西醫學報. 서울. 公認醫學講習所. 1916(6. 26.). 第1

號. p.2. 

마찬가지로 公認醫學講習所의 교과과정에는 1학년 

과정에 修身, 國語, 筭術, 理科(物理, 化學) 등이 포

함되어 있다. 또한 漢醫學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전 朝鮮醫師硏鑽會의 東西醫學講座나 新舊醫學講習

所에서 醫書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

여, 처음으로 臟腑 및 經絡學, 傷寒學, 雜病學, 小兒

科學, 四象學 등의 근대식 교과목 형식으로 한의학 

기초 및 임상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서양의

학 과목으로는 解剖 및 生理學, 病理學, 診斷學, 眼

耳卑咽喉科, 內科學 등이 있었고 한의학과 서양의학

을 병행하여 교육한 과목은 外科學, 婦人 및 産科學, 

藥物學 등이었다. 小兒科는 한의학으로 교육한 반면

에 婦人 및 産科學은 서양의학과 병행하여 교육한 

것, 本草學을 두지 않고 서양의학과 병행하여 藥物

學으로 개설한 것, 診斷學을 서양의학만으로 교육한 

것, 四象學을 과목으로 개설한 것 등이 특이점이다.

한편 1915년에 결성된 全鮮醫會의 醫學講習

所130)는 益善洞 57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수업연한은 

3년으로 모집정원이 60명이었고 모집 연령 및 학력

은 18세 이상 고졸자 또는 한문에 소양이 있는 자

로 하였다. 입학은 漢文과 作文의 시험을 보았으며 

校外生 약간 명도 모집하였다. 그런데 이 講習所는 

全鮮醫會에서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洪鍾

哲이 운영하던 公認醫學講習所를 그대로 유치하여 

130) 醫學講習所學生募集廣告. 東醫寶鑑. 全鮮醫會. 1916(1. 

1.). 第1號. 앞표지(뒷면) : 講習所는 益善洞 57번지에 위

치하였으며, 수업연한은 3년으로 모집정원이 60명이었고 

모집 연령 및 학력은 18세 이상 고졸자 또는 한문에 소양

이 있는 자로 하였다. 당년 4월 10일에 원서를 받아서 당

월 12일에 漢文과 作文 시험을 보기로 하였으며 校外生 

약간 명도 모집하였다. 이 講習所는 全鮮醫會에서 독립적

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洪鍾哲이 운영하던 公認醫學講

習所를 그대로 유치하여 모집광고를 낸 것이다.      

회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124) 제6회125) 제7회

년월
1912. 

4.

1914. 

3.

1915. 

3.

1916. 

3.
1917. 3. 1918. 3. 1919.

졸업생수 17 5 12 49 30
본과 25
통신과 
40126)

32

Table 2. Official number of graduates of Authorized Educ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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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광고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東西醫學

報 第1號의 「本講習所沿革略記」에 나온다131). 

公認醫學講習所는 1918년에 경영이 어려워져서 李

應善이 설립하고 池錫永이 원장으로 있었던 東西醫

學 절충의 朝鮮病院에 인수되어 11월에 公平洞으로 

옮기게 되었고, 소장 李應善, 소감 徐相浩, 학감 李

光鍾 등의 보직이 개편되었다가 1919년에 洪鍾哲의 

서거로 문을 닫게 되었다.

(3) 東西醫學硏究會 醫學講習所(院)의 敎育課程

東西醫學硏究會는 1916년 4월 1일 漢醫界의 단

131) 卒業回數及卒業生狀況. 東西醫學報. 公認醫學講習所. 第

1號. 1916. 6. 26. 앞표지(뒷면). 

체 조직이 금지된 이후 곧바로 비공식적으로 설립되

어 활동을 하였는데 창립한지 5년째인 1921년132)

의 11월 30일에 總督府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

다133). 東西醫學硏究會는 講習會와 講演會를 개최하

였는데 이는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1928년에 東西醫學硏究會

는 醫學講習院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하였고134) 

132) 「東西醫學硏究會 오주년기념축하와 간친회의성황」 朝

鮮日報. 第270號. 大正 10年 5月 18日字. 

133) 「東西醫學會承認」 每日申報. 第5032號. 大正 10年 12

月 3日字.

134) 「講習所新設 施療所도設置 강의록도발행」 東亞日報. 

第2795號. 昭和3年 6月 7日字, 「講義錄도發行 강의록도

낸다 東西硏究의事業」 東亞日報. 第2799號. 昭和3年 6月 

11日字.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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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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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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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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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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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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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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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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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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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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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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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
年
  

          
時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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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敎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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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
週
敎
授
時
數
表

二
四 三 三 四 二 四 二 二 三 一 時

數

第
一
學
年

東
醫
學

東
醫
學

新
醫
學

東
醫
學

東
醫
學

物
理、

化
學

珠筭、

筭
術

會
話、

作
文

修
身
要
旨

課
程

二
四 三 二 二 二 二 二 三 二 二 三 一 時

數

第
二
學
年

新
醫
學

新
醫
學
 

東
醫
學

新
醫
學
 

東
醫
學

新
醫
學

㒰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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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醫
學

㒰     上

㒰     上

㒰     上

㒰     上
課
程

二
四 二 二 二 二 二 四 三 二 二 二 一 時

數

第
三
學
年

東
醫
學

㒰     上
新
醫
學

㒰     上
東
醫
學

新
醫
學
 

東
醫
學

㒰     上

㒰     上

㒰     上

㒰     上

㒰     上
課
程

(此에 依하야 月報를 編輯하되 修身 國語 筭術은 編入치 안이홈)

Table 3. Curriculum and class hours of Authorized Educ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東西醫學報 (慶熙大學校 韓醫學歷史博物館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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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3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16명을 배출하였

다135). 醫學講習院의 사무소는 貫鐵洞 155번지에, 

강습실은 長橋 長薰學校 위치하였으며, 3년의 수업

연한으로 매일 저녁 시간에 남녀 40여명의 학생에

게 강습을 하고 매월 강의록을 발행하면서 通信敎授

도 병행하였다. 韓醫學通史와 대한한의사협회사

(1898-2011)에 의하면 이 醫學講習院의 교육과정

은 豫科 2년, 本科 1년의 기간 동안에 醫學入門, 
鍼灸大成, 脈經 등의 醫書를 강독하고 本草, 解

剖學, 生理學, 病理學, 傳染病, 運氣, 傷寒, 雜病, 外

科, 응급법 등의 과목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

다136)137). 韓醫學通史에서 인용한 金永勳 備忘

錄의 「講習院通知文」에 나오는 교육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목적은 한의학, 鍼術, 灸術에 素養이 豊富한 人으

로 免許 試驗準備를 目的으로 함.

정원은 豫科 60名 本科 60名 (供히 夜間 3時間 

受業)

수업연한은 豫科 2個년 本科 1個년 (每學년 4월1

일-翌년 3월末일)

학기는 第1學期 4월 1일-7월末일 제2학기 9월1

일-12월末일

과목시간은 豫科 : 醫學入門(週 3時間) 本草(週 

3時間) 鍼灸大成(週 3時間) 脈經(週 2時間) 解

剖(週 2時間) 生理(週 2時間) 病理(週 1時間) 傳染病

(週 2時間) 計 18時間

本科 : 脈經(週 2時間) 運氣(週 2時間) 臟腑(週 

2時間) 傷寒(週 2時間) 雜病(週 2時間) 婦小(週 1時

間) 本草(週 1時間) 鍼灸(週 1時間) 外科(週 1時間) 

生理(週 1時間) 解剖(週 1時間) 病理(週 1時間) 應急

法(週 1時間) 計 18時間

135) 「漢醫講習所첫卒業 新出醫生十六名」 每日申報. 第

7736號. 昭和 4年 4月 1日字. 醫學講習院이 3년의 연한

이었으므로 이때 졸업한 학생들이 1928년 講習院 신설 

이전에 이미 강의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36) 대한한의사협회역사편찬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사

(1898-2011). 서울. 유천문화사. 2012. p.80. 

137) 김기욱, 김남일 외 14인.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488-489 : 金永勳 備忘錄의 「講習院通知

文」(1919. 3.)을 인용하였다. 

강사는 東醫 : 金永勳, 金海秀, 金東薰, 李承烈, 

李仁宅, 李乙雨

西醫 : 高用直, 孔佯魯, 都殷珪  

金永勳의 備忘錄에는 1919년 3월에 위의 通知

文이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東洋醫

學硏究會가 1916년에 비공식적으로 결성된 이후이

며 1921년 11월 總督府로부터 정식으로 단체 승인

을 받기 이전이다.

이후 1929년 7월에는 醫學講習院의 강습 내용을 

확장하고138) 1930년 2월에는 학생을 늘려 모집하

기도 하였다139)140). 1934년 10월에 東西醫學硏究

會는 임원을 개편하고 金明汝회장을 중심으로 새롭

게 출발하면서 講習所 이상의 한의학 교육기관 설립

을 결의하였다141). 1939년 4월 東洋醫藥協會의 창

립 이후 東洋醫藥專門學校(가칭)의 설립이 성사 단

계에 이르렀으나 총독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茶洞에 東洋醫藥講習所를 세워 학생을 모

집하고 1940년 4월부터 개강하였다142). 이후 東洋

醫藥講習所는 趙寅燮, 趙鍾國, 朴基承 등의 찬조로 

유지되다가 蔡大植이 소장이 되면서 京城皇漢醫學院

으로 개칭되고 운영권도 蔡大植에게 넘어갔다143).   

한편 慶熙大學校 韓醫學歷史博物館에는 1945년 

해방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저자, 발행년도 

미상의 診察學 교과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의 

138) 「東西醫學硏究 講習擴張」 朝鮮日報. 第3065號. 昭和 

4年 7月 23日字.

139) 「東西醫學擴張 新入生增募」 朝鮮日報. 第3262號. 昭

和 5年 2月 5日字.

140) 「東西醫學硏究會 附屬醫學講習院」 東亞日報. 第3417

號. 昭和 5年 2月 19日字 : 苑洞 229번지에 위치한 講習

院에서 豫科30명, 本科 약간명을 모집하였고 입학자격은 

남녀 20세 이상으로 豫科는 보통학식 있는 자, 本科는 한

방의술에 상당한 소양이 있는 자로 하였다.    

141) 「漢醫에게 敎育機關을 設置」 東亞日報. 第4617號. 昭

和 8年 10月 19日字 : 결의 내용은 一, 東洋醫藥을 발

간할 것. 二, 漢醫學敎育機關을 設置할 것. 三, 漢方醫學業

者의 地位保障 등이었다.  

142)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1. 

143) 申佶求. 春宵閑話.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5月 

11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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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표지에 각각 2개의 醫學講習의 시간표가 기재

되어 있다. 이 책 가운데에는 ‘七月一日(火曜)’144) 

등과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날짜와 요일을 기록한 

것이 10여 군데에 있는데, 후면의 시간표 상 金永勳

이 강의한 診察學 시간과 일치하므로 해당 날짜는 

바로 시간표에 기록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된 날짜와 요일을 근거로 

연도를 추정해 보면 1919년, 1924년, 1930년, 

1941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講師 가운데 

의사이면서 독립운동가인 金鐸遠(1898~1940)145)이 

포함되어 生理學과 解剖學을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

다. 1919년 이전의 해당 가능한 1913년에는 金鐸遠

의 나이가 만으로 15세이므로 교육이 불가능하며 

당시에 운영되고 있던 新舊醫學講習所나 公認醫學講

習所의 교육 내용과도 맞지 않다. 또한 1919년에는 

金鐸遠이 京城醫學專門學校 재학 중 신분으로 3․1운

동에 참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듬해 1920년 2월 

27일부터 1920년 4월 28일까지 옥고를 치렀으므

로146) 교육이 불가능하다. 또한 金永勳 備忘錄의 

「講習院通知文」에 나오는 西醫 강사의 목록에도 

金鐸遠이 빠져있다. 가장 마지막인 1941년에는 金

鐸遠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인데 診察學이 1940년 

이전에 만들어지고 날짜와 요일의 표기가 1941년에 

이루어졌다는 추정도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

다. 또한 1930년대 말에는 金鐸遠이 1938년에 설립

된 京城女子醫學專門學校의 태동에 힘쓸 때인데 東

西醫學硏究會의 講習所로 출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

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診察學 교재가 1924년과 

1930년에 모두 사용되었을 수가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 상 1924년 무렵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144) 본 책의 17面에 기재되어 있다. 

145) 金鐸遠 : 의사이며 독립운동가(1898~1940). 京城醫學專

門學校 재학 때 3․1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렀고 이후 

신간회, 조선물산장려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조선소

년총연맹,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 등 보건의료활동을 하

였고 漢城病院, 京城醫學講習所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京城女子醫學專門學校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46) 金鐸遠 ia_1541.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

회. 2015 [cited 2017 10 Aug]; Available from: URL: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a_1541_12

02

높다. 東西醫學硏究會의 醫學講習院이 1928년에 다

시 신설되었으나 1929년 3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을 바로 배출하였으므로 1928년 이전에 전신인 醫

學講習院이 운영되어 학생을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

다. 診察學에 기재된 교육과정 시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강의가 시행된 날짜와 요일에 근거해 보면 앞표

지의 시간표는 1년 중 전반기에, 뒷표지의 시간표는 

후반기에 해당한다. 기초과목으로 臟腑學, 生理

學147), 解剖學, 藥物學 등이, 임상 관련 과목으로 診

察學, 傷寒學, 雜病學, 鍼灸學, 婦人科, 小兒科 등이 

강의되었다. 經穴學과 病理學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經穴學은 鍼灸學 시간에 같이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강의시간은 매일 3시간씩으

로 저녁시간에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 과목은 

일주일에 2회 강의를 하였다. 

1919년에 작성된 「講習院通知文」의 내용과 비

교해 보면, 1919년에 공지된 醫學講習院은 예과 2

년, 본과 1년의 연한으로 되어 있으며 診察學에 

기재된 교육과정은 총 2학년으로 구성되어 서로 차

이가 있다. 후자가 豫科를 제외하고 本科 2년으로 

재편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1919년의 醫學講習院

에서는 醫學入門, 鍼灸大成, 脈經 등 醫書를 

강독하는 과목이 있으나 診察學에 기재된 교육과

정에는 모두 분과된 형식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

다. 또한 전자에는 運氣, 病理, 傳染病, 應急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후자에는 本草가 藥物學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四象學, 診察學 등이 추가되어 있

147) 金鐸遠이 강의한 것으로 보아 서양의학의 生理學으로 

추정된다.  

Fig. 1. Diagnostics
(慶熙大學校 韓醫學歷史博物館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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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사진을 살펴보면,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오면

서 東醫 가운데 金海秀가 빠지고 李鍾晧, 張斗熙가 

추가되었으며, 西醫 가운데 高用直, 孔佯魯가 빠지

고 金鐸遠이 추가되었다. 西醫인 都殷珪가 四象學을 

가르친 것이 특이하다. 診察學에 기재된 교육과정

이 1928년 이전인 1924년경의 醫學講習院의 그것

을 말한다면 이때 이미 本科가 1학년에서 2학년 과

정으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1930년

경의 교육과정이라면 이당시 강의 내용을 확장하고 

학생들을 늘려서 모집하였을 때이므로 역시 本科 기

간을 늘렸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향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東西醫學硏究會는 1937년 4월에 醫生을 교

육하여 京畿道 관내의 無醫面에 파견 배치하기 위하

(內․全面) 表間時 年學一

土 金 木 水 火 月 日曜     時

婦人科 四象學 臟腑學 四象學 臟腑學 雜病學 一時

李仁宅 都殷珪 李鍾晧 都殷珪 李鍾晧 張斗熙 講師

傷寒學 診察學 藥物學 診察學 藥物學 傷寒學 二時

李承烈 金永勳 李鍾晧 金永勳 李鍾晧 李承烈 講師

雜病學 鍼灸學 鍼灸學 藥物學 鍼灸學 婦人科 三時

張斗熙 李乙雨 李乙雨 李鍾晧 李乙雨 李仁宅 講師

(外․全面) 表間時 年學二

土 金 木 水 火 月 日曜     時

雜病學 鍼灸學 生理學 生理學 外科 小兒科 一時

張斗熙 李乙雨 金鐸遠 金鐸遠 李乙雨 李仁宅 講師

小兒科 四象學 解剖學 解剖學 鍼灸學 雜病學 二時

李仁宅 都殷珪 金鐸遠 金鐸遠 李乙雨 張斗熙 講師

傷寒學 診察學 藥物學 診察學 藥物學 傷寒學 三時

李承烈 金永勳 李鍾晧 金永勳 李鍾晧 李承烈 講師

(內․後面) 表間時 年學一

土 金 木 水 火 月 日曜     時

臟腑學 鍼灸學 解剖學 解剖學 臟腑學 臟腑學 一時

田光玉 李乙雨 金鐸遠 金鐸遠 田光玉 田光玉 講師

雜病學 鍼灸學 生理學 生理學 雜病學 藥物學 二時

張斗熙 李乙雨 金鐸遠 金鐸遠 張斗熙 金東熏 講師

藥物學 診察學 四象學 藥物學 診察學 四象學 三時

金東熏 金永勳 都殷珪 金東熏 金永勳 都殷珪 講師

(外․後面) 表間時 年學二

土 金 木 水 火 月 日曜     時

雜病學 傷寒學 解剖學 解剖學 傷寒學 藥物學 一時

張斗熙 李承烈 金鐸遠 金鐸遠 李承烈 金東熏 講師

藥物學 診察學 生理學 生理學 診察學 四象學 二時

金東熏 金永勳 金鐸遠 金鐸遠 金永勳 都殷珪 講師

外科 婦人科 鍼灸學 婦人科 雜病學 鍼灸學 三時

李乙雨 李仁宅 李乙雨 李仁宅 張斗熙 李乙雨 講師

Table 4. Curriculum schedule of Medical Educational Institute of 

East-West Medical Research Association(Presumption)

診察學 (慶熙大學校 韓醫學歷史博物館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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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년 연한의 京畿道醫生講習所를 설립하고 1944

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였다148). 京畿道는 漢醫學과 洋醫學의 生理, 解剖 

등을 1년 과정으로 매년 50명씩 교육시켜서 5년간 

無醫面에 파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 부족

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東西醫學硏究會가 무

료로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여 성사되었다. 교육과정 

중에서 西洋醫學 과목은 道衛生課 직원들이 담당하

였다. 京畿道醫生講習所의 세부 과목과 담당자는 다

음과 같다149). 

傷寒(科) 李承烈

雜病(科) 金永勳

脉學 朴道淑

婦人科 金鍊煥

小兒科 金秉厦

鍼灸(科) 金鳳翼(昊)

本草學(科)(韓方藥物學) 申佶求

生理, 解剖, (傳染病, 衛生學) 등은 道 衛生課 醫

務職員들이 담당함.  

診察學(慶熙大學校 韓醫學歷史博物館 소장)에 기

재된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臟腑學이 빠져 있고, 經

穴學과 病理學을 따로 개설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 

한편 1940년 4월에 개강한 東洋醫藥講習所150)의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醫學講習院이

나 京畿道醫生講習所의 경우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漢醫學 과목의 강의는 京畿道醫生講習所

의 강사들이 맡았고 서양의학 과목의 강의는 京城帝

國大學 醫學部 출신인 蔡大植의 주선으로 京城帝國

大學 출신 의사들이 맡아서 하였다151).

148) 申佶求. 回顧와 追憶.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6

月 15日字,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
科學技術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9. 

149)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299, 申佶求. 回

顧와 追憶. 藥業新聞. 藥業新聞社. 1967年 6月 15日字.   

150)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1.

151) 李鍾馨. 韓國東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

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硏究所. 1977. p.301. 

3) 解放後 韓醫學 高等敎育機關의 敎育課程 

1945년 해방 후 한의계는 곧바로 朝鮮醫士會를 

결성하고 京城皇漢醫學院을 인수하여 1946년에 東

洋醫學專門學院을 개설하였으며, 1947년 12월에 미

군정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財團法人 杏林學院

은 1948년 3월에 人文學科와 東洋醫學科의 2개과에 

수업연한이 4년인 東洋大學館을 설립하였다. 비록 

을종대학이었으나 大韓帝國의 同濟醫學校 이후 대학 

수준의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이 처음 세워진 것이다. 

1949년 12월에 발행된 東洋醫學 잡지에 실린 기

사에는 東洋大學館의 교육과정이 소개되고 있다152).  

 

一學年 : 臟腑學, 經濟學, 獨逸語, 無機化學, 國語, 

歷史, 本草學, 心理學, 生物學, 漢文, 東洋醫學史, 數

學, 內經, 英語 (14科目)

二學年 : 臟腑學, 傷寒論, 東洋醫學史, 社會學, 經

濟學, 有機化學, 漢文, 心理學, 生物學, 歷史, 內經, 

本草學, 英語, 獨語, 國語 (15科目)

三學年 : 傷寒論, 小兒科學, 內科學, 醫化學, 病理

學, 藥理學, 生藥學, 經穴學, 診斷學, 處方學, 外科學, 

內經學, 本草學, 衛生學 (15科目)153)    

四學年 : 診斷學, 小兒科學, 內科學, 處方學, 生藥

學, 本草學, 經穴, 五官, 外科學, 産婦人科學, 法醫學, 

衛生學 (12科目) 및 東西兩醫學 比較 講義(1주 1회 

80분 姜弼模박사)      

공통(一學年~四學年) : 敎鍊 및 體育(각 1주 2시

간)  

각 과목 모두 80분 강의를 시행하였으며, 屍體解

剖實習 및 組織實習, 病理解剖 및 組織實習, 細菌實

習 등의 실습은 모두 시설의 미비로 당시 서울 소재

의 女子醫科大學에서 실시하였다. 1949년 12월 당

시 재학생이 1학년 25명, 2학년 34명(여학생 1명 

152) K기자. 東洋大學館을 찾어서. 東洋醫學. 東洋醫藥會. 제

4권 1호. 1949. 12. 15. pp.46-47. 

153) 3학년 과목의 수가 맞지 않은데 東洋醫學專門學院으로

부터 1948년 초에 東洋大學館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의 

학적부에는 3, 4학년에 모두 鍼灸學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기사에 鍼灸學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편입

생만의 특수한 수강기록이 아니라 이후 1952년까지도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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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3학년 35명, 4학년 28명이었으며, 야간부는 

1기생이 60명, 2기생이 60명(여학생 1명 포함)이 

있었는데 도합 1학년 과정만 개설되어 있었다. 당시 

4학년 학생이 재학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東洋大學

館이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설립 허가(1948. 3. 24.)

를 받기 전의 전신인 東洋醫學專門學院(1946. 10. 

4. 허가)과 그 전신인 京城皇漢醫學院의 학생들이 

승계되어 재학생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들은 대부분 高級中學 졸업자들이었으며 中學

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격시험을 거쳐서 통과

한 자를 입학시켰다. 학생들의 연령은 20세부터 42

세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27세 정도였다고 한다. 당

시의 기사를 보면 향후 부속병원을 비롯하여 解剖, 

病理, 藥理, 細菌, 醫化學 등의 기초연구실 및 학생

도서실의 시설 확충을 꾀하고 있었다. 

東洋大學館에서 교육한 과목들을 살펴보면 의학

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과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 國語, 英語, 獨逸語, 漢文 등의 어학 과목들과 

歷史, 心理學, 經濟學, 社會學 등의 인문사회학 과목

들, 그리고 數學, 生物學, 無機化學, 有機化學 등의 

자연과학 과목들 및 기타 敎鍊, 體育을 주로 1, 2학

년 과정에서 가르쳤다. 기초 한의학 과목인 臟腑學, 

內經, 東洋醫學史, 本草學 등도 1, 2학년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內經(學)과 本草學이 고학년에도 

포함된 것이 특이점이다. 서양의학 과목으로는 醫化

學, 藥理學, 生藥學, 病理學(추정), 衛生學, 法醫學 

1953년 1학년 1954년 2학년 1955년 3학년 1955년 4학년

과목명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과목명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과목명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과목명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解剖 4 4 漢總 2 2 傷寒 2 2 傷寒 - -
本草 2 2 本草 2 2 內科 2 2 內科 - -

中國語 2 2 內科 2 2 本草 1 1 小兒 - -
生理 2 2 傷寒 2 2 方劑學 2 2 婦人 - -

軍事學 2 2 漢診 2 2 脉學 2 2 醫經學 - -
漢文 2 2 漢病 2 2 鍼灸 2 2 漢診 - -
哲學 1 1 漢生 1 1 經穴 1 1 診斷 - -
法學 1 1 鍼灸 1 1 醫經學 2 2 法規 - -
國語 1 1 洋病 1 1 細菌 2 2
英語 2 2 衛生 1 2 法醫 1 1

文化史 1 1 藥理 1 2 診斷 1 1
心理 1 1 生理 1 2 病理 1 1
物理 1 1 解剖 1 醫化 1
數學 1 1 英語 1 1 體育 1 1
生物 1 1 獨語 1 1
化學 1 1 哲學 1 1

漢文 1 2
有機化學 1 1
軍事學 2 2

※ 비고

- 1953년~1955년의 기록은 서울漢醫科大學의 첫 신입생인 53학번의 연속된 학적 기록이며, 

1955년 기록은 이전 東洋大學館의 52학번의 기록으로 학점 기록이 없으며 이후 학번과 서로 차

이가 있음.

- 상당수의 과목들은 학점이 조정되거나 어느 해에는 빠지거나 하여 수년 동안 일정한 교과과정

을 유지하지 못함. 

Table 5. Curriculum and credit of Seoul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class of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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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었으며, 한의학 임상 관련 과목으로는 傷寒

論을 비롯하여 經穴學(鍼灸學), 診斷學, 處方學, 內

科學, 外科學, 産婦人科學, 小兒科學, 五官 등이 있

었고, 기타 東西醫學比較가 있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오는 과목들로 교과과정이 구성

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과목들을 모두 개설하여 강

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慶熙大學校에서 

보관 중인 韓醫科大學 전신의 한의학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학적부를 살펴보면, 기사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적부에 따르면 1948년도 

3학년에서는 각각 生物, 病理, 診斷, 診斷實習, 經穴, 

藥物, 處方, 內科, 內科實習, 婦人, 小兒, 小兒實習, 

鍼灸, 傷寒 등의 과목을 실제 개설하였는데, 기사에 

나오는 과목에는 醫化學, 外科學, 內經學, 本草學, 

衛生學 등이 추가되어 있고 生物, 婦人, 鍼灸 등이 

없으며 藥物도 藥理學과 生藥學으로 나누어져 있다. 

3학년의 이러한 과목 개설은 한국전쟁 동안 부산에 

임시로 학교를 옮겨 강의를 진행하였을 때에도 동일

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東洋醫學에 실린 내용은 

외부에 공지하는 교과과정으로서 실제 개설된 과목

은 그것과 달랐을 수 있으며, 1950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해 놓았다가 그 해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시행하지 못하고 과거대로 

교육을 진행했던 것일 수도 있다.  

東洋大學館이 부산으로 내려가 임시 교사에서 강

의를 진행하던 가운데 1953년 3월에 문교부로부터 

서울漢醫科大學의 설립을 허가 받아서 같은 해 4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서울漢醫科大學은 이후 서울의 

안암동에 자리를 잡았으며 1955년에 藥學科를 신설

하면서 같은 해 8월 1일부터 東洋醫藥大學으로 명

칭을 바꾸게 된다. 서울漢醫科大學의 교육과정을 현

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慶熙大學校에 남아있는 당

시의 학적부를 보면 1953년 신입생부터 3년간의 교

과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해마다 조금씩 과

목의 가감이 있고 시수의 변화나 학년 간 이동이 있

었는데 강의 개설의 형편에 따라 변동이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1948년 학적부, 1949년 東
洋醫學 잡지, 1955년 학적부 등의 3학년 과정을 

비교하면 1949년 東洋醫學 잡지에 실린 내용과 

1955년의 교과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東洋

醫學에 소개된 내용은 개편을 앞두고 있던 교과과

정으로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개편하지 못하고 

1948년에는 이전의 교과과정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

되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서울漢醫科大學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개편이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

고로 慶熙大學校에 보관하고 있는 학적부 자료의 확

보가 현재 완전하지 않아서 일부 누락이 있음을 밝

히며 앞으로 더 보충할 예정이다.

서울漢醫科大學에서 명칭을 바꾼 이후 東洋醫藥

大學은 東洋醫藥大學報를 발행하였는데 제2호

(1958년 2월 25일자)에 1958년도의 敎科課程表가 

실려 있다154). 이 표의 내용도 실제 당시 학생들이 

수강했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선택과목으

로 인한 차이도 있을 것이며 아마도 개강 전에 교과

과정을 구성하여 공지를 하였으나 실제 개강에 가까

워서는 일부 과목과 학점수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學報에 게재된 교과과정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표 6.). 

전체적으로 보면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군으로 

나뉘고 각 군은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

어진다. 교양필수에 語學, 哲學 등의 과목과 體育이 

포함되며, 교양선택에 오히려 物理, 數學 등 理科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전공선택 

가운데에도 新醫病理와 新醫診斷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과목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

학년 과정에서 교양과목 전체와 전공필수과목 가운

데 기초적인 漢方總論, 解剖學 및 實習, (洋方)生理

學, 本草學 등을 이수하였고, 2학년 과정에서는 교

양과목 중 英語, 漢文, 體育 등과 전공필수과목 중 

漢方生理, 漢方病理, 經穴學, 漢方診斷學, 內科學 등

과, 전공선택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였다. 3학년 과

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임상과목들을 배우고, 전공선

택과목 가운데 法醫學과 新醫(洋方)診斷을 이수하였

다. 4학년 과정에서는 內科의 비중을 높이고 臨床學 

과목을 따로 두었으며 卒業論文과 醫經學을 전공필

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특이하다.       

154) 敎科課程表(敎科目學點時間配定一覽表). 東洋醫藥大學報. 

1958년. 第2號.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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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한의학 교육기관이 폐지되었고 1963년 12월

에 재개정된 의료법이 공포되면서 東洋醫藥大學이 

다시 부활하였다. 형식상 醫科大學을 설립해야 하는 

개정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6년제 醫科大學으로 인

가를 받아 東洋醫科大學이 설립되어 1964년 3월부

터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東洋醫科大學은 문

교부가 요구하는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1965년 9월에 慶熙大學校에 병합되었다. 이러한 수 

년 간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은 급격한 변화 없이 조

금씩 수정 보완되었다. 1964년 東洋醫科大學에 입

학하여 1966년에 慶熙大學校 醫科大學에서 본과를 

시작한 64학번의 본과 학적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1950년대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解剖學 이

외에 組織學이 추가되었으며 본과 1학년에 原書講

讀(原講)으로 內經과 傷寒論이 개설되었고, 본

과 2학년에서 微生物學을 病理實習이라 불렀으며, 

目科攻專 目科養敎
別攻專養

敎

東
洋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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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學
漢
醫
學
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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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九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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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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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
科
目
學
點
時
間
配
定
一
覽
表)

擇選攻專 須必攻專 擇選別科 須必養敎 擇選須必

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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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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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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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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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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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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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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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方
總
論

中國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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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法學

通論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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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體

育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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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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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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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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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

       學
點
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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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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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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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年
別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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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2 4 4 2 2 2 2 2 2 2 2 4 2 2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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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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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1 2 2 1 1 1 1 1 1 2 2 2 2 2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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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學

年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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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3 2 2 2 2 4 2 學

四
四

4 2 8 4 4 4 4 8 4 時
後

二
一

2 1 3 2 2 2 2 4 2 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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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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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學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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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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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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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 
 *표시의 학점 및 시수는 원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체 학점과 시수에 근거하여 보입하였음.

Table 6. Curriculum of the year of 1958 in Oriental Medicine and Pharmacy University

東洋醫藥大學報 (慶熙大學校 韓醫學歷史博物館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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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學統計學(본2)과 放射線科學(본3)도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해방 후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정 변천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학적부를 기준으로 의

미 있는 과목의 신설과 변동을 종합해보면, 교양과

정에서 어학 과목으로 獨逸語를 개설하기도 하였는

데 당시 해부학 등 독일의학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

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초기부터 哲學, 法學, 歷史, 文化史 등 인문학 교육

이 이루어졌다. 전공과정 가운데는 藥品分析化學, 

藥品分析化學實習 등이 1962년에 개설되었으며, 전

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傳染病, 細菌, 細菌實習, 

微生物學, 微生物學實習, 寄生蟲學, 寄生蟲學實習, 

衛生, 防疫, 保健學 등의 과목들이 번갈아 개설되었

다. 약물 관련 藥草栽培學이 1957년에 개설되었었

고, 서양의학 진단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同位元素

(1961년), 放射線(1967년) 등이 개설되었다.

原典의 교육과 관련하여 東洋大學館의 교과과정(
東洋醫學 수록)에는 1학년, 2학년의 교과목 중에 

內經이, 3학년의 교과목 중에는 傷寒이 포함되어 있

다. 이후 3학년, 4학년에도 內經 과목이 개설되었고 

특히 醫經學이 개설되었는데, 임상에 관련된 醫書의 

내용을 강독하는 과목으로 추정된다. 1961년에는 傷

寒論과 함께 雜病이 본과 2학년에 개설되었고, 1966

부터는 본과 1학년에 原書講讀Ⅰ(內經), 原書講讀Ⅱ

(仲景)가 개설되어 黃帝內經과 傷寒論을 각각 강

독하였다. 이러한 原書 習讀의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초기부터 1학년 과정에 漢文이 개설되어 중시되었

다. 한편 醫學史는 東洋醫學에 수록된 東洋大學館

의 교과과정 중에 이미 東洋醫學史로 개설되어 있었

으며 이후 醫學史로 이름이 바뀌어 강의되었다.     

1966년 본과1학년 1967년 본과2학년 1968년 본과3학년 1969년 본과4학년

과목명
1학
기

학점

2학
기

학점
과목명

1학
기

학점

2학
기

학점
과목명

1학
기

학점

2학
기

학점
과목명

1학
기

학점

2학
기

학점

敎必 體育 1 1 敎必 體育 1 1 體育 1 1 體育 1 1

敎選 醫學史 1 1 專必 病理學(漢方) 3 3 診斷學 1 1 內科學 2 2

專必 解剖學 5 2 〃 微生物(病理實習) 2 2 內科學 8 4 婦人科學 1 1

〃 仝實習 2 〃 四象醫學 婦人科學 2 1 小兒科學 1 1

〃 組織學 3 2 〃 內科 Ⅰ 1 1 小兒科 2 1 鍼灸科學 1 1

〃 仝實習 1 〃 內科 Ⅱ 1 1 鍼灸學 2 1 外官科學 1 1

〃 生理學 3 3 〃 內科 Ⅲ 1 1 眼耳鼻咽喉學 1 1 精神科學 1 1

〃 經穴學 2 2 〃 內科 Ⅳ 1 1 外形學 1 1 臨床 6 6

〃 藥理學 1 1 〃 婦人科 1 1 精神科學 1 1 臨床講義 2 2

〃 原講Ⅰ(內經) 2 2 〃 小兒科 1 1 四象醫學 1 1 體質醫學 1 1

〃 原講Ⅱ(仲景) 1 2 〃 鍼灸科 2 2 方劑學 2 2 傷寒論 1 1

〃 洋方生理 2 2 〃 診斷學 1 1 臨床講義 2 保健學 1 1

〃 生化學 2 專選 豫防醫學 1 1 臨床實習 4 醫事法規 1 1

有機化學 1 〃 洋方診斷 1 1 比較醫學 1 1

〃 洋方病理 2 2 法醫學 1 1

〃 醫學統計學 1 1 放射線科學 1

傳染病學 1 1

藥理學 1 1

※ 비고

- 본과 1학년의 生理學은 漢方生理學을 말함. 본과 3학년의 外形學은 漢方外科를 말함.

- 圓光大學校 漢醫科大學(1972년 설립)이 세워지는 1970년대 초까지 매년 과목의 종류, 명칭, 학점수 

등의 변동이 커서 일정한 교과과정을 유지하지 않음.      

Table 7. Curriculum and credit of regular course in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lass of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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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考 察
朝鮮時代의 의학교육이 주로 醫書의 講讀 형태로 

이어져 왔으나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면서 韓醫學 교

육도 그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였다. 大韓

帝國 초기에는 아직 그 변화가 미미하여 근대식 학

교를 세우기 어려웠으나 1904년 말 경 국립의 同濟

醫學校가 세워지면서 한의학의 전문적인 고등교육도 

점차 근대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同濟

醫學校 의학교육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없으

나 醫學뿐만 아니라 중등보통학을 함께 가르치고 남

녀를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한 점, 藥鋪를 두어 학생 

실습 실습에 활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0년 한국병합늑약 이후 한의사는 醫生으로 

격하되었고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도 일체 불

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漢醫士들은 단체

를 결성하고 醫學講習所를 개설하여 한의학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힘썼

다. 한국병합늑약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의학 

교육 또는 한의계 전반에 집중되었던 주제는 東西醫

學의 융합이었다. 당시 주류의학으로 세력을 키워가

던 서양의학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류하는 것이 시

대적 흐름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당시 醫學講習所

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대표적인 한의학 교육기관인 大韓醫士總合所의 東西

醫學講座, 朝鮮醫師硏鑽會의 新舊醫學講習所, 洪鍾

哲의 公認醫學講習所 등에서 모두 東西醫學의 융합 

또는 협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韓醫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한

의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꾸

준히 시도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同濟醫學校를 설

립한 것과, 한국병합늑약 이후 朝鮮醫師硏鑽會에서 

1912년 9월에 東醫學校의 설립을 청원한 것과 洪鍾

哲 개인의 醫學講習所가 1913년 5월에 유일하게 公

認을 받은 것, 일제강점기 말에 東西醫學硏究會와 

東洋醫藥協會에서 東洋醫藥專門學校의 설립을 추진

한 것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다. 

한편 당시의 한의학 교육기관에서는 한의학 이외

의 다른 분야의 교육도 이루어졌는데, 이미 大韓帝

國의 同濟醫學校에서 國漢文, 筭術, 外國語學, 物理

學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중등보통학을 가르쳤으며 

洪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에서도 修身, 會話, 作文, 

珠筭, 筭術, 物理, 化學 등을 교육하였다. 물론 이러

한 교육과정이 총독부로부터 교육기관의 인가를 얻

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고등교육기관의 일반적 형식

을 갖추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학

생들의 소양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며, 

이러한 전통은 해방 후 차례로 설립된 한의학 고등

교육기관의 교양과목 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해방 후 다시 大學 수준의 한의학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 운영하였을 때 전염병 관련 과목이나 

放射線 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었는

데, 이는 한의사의 지위 향상과 의료행위의 확장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

다. 중요한 기초과목 중 하나인 解剖學은 1908년 

설립된 洪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 교육과정에 개설되

어 있는데, 서양의학의 生理學과 같이 강의가 진행

된 것이 특징이다. 1910년 大韓醫士總合所의 東西

醫學講座나 1911년 朝鮮醫師硏鑽會의 新舊醫學講習

所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에 실습도 

병행하여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후 東

西醫學硏究會의 醫學講習院에서도 解剖學이 개설되

어 京城醫學專門學校 출신의 의사인 金鐸遠이 강의

를 하였고, 해방 후 東洋大學館, 서울漢醫科大學, 東

洋醫藥大學, 東洋醫科大學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해부학은 필수과목으로 교육되었다. 즉, 解剖學은 

근현대 초기 한의학 고등교육기관부터 일찍이 교육

되었고 그 내용의 수준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法

醫學의 경우는 해방 직후 東洋大學館의 4학년 과정

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醫事 관련 法規의 교육은 

高宗2년(1865년)의 六典條例에서 大典會通을 

醫科初試의 과목으로 두어서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

며 해방 후 1954년 서울漢醫科大學의 4학년 과정에 

法規가 개설되어 명맥이 이어지게 된다.   

原典學 교육을 살펴보면, 漢文 과목의 경우 光武

3년(1899년) 7월에 공포된 醫學校規則에서 입학시

험 과목으로 漢文 讀書와 作文을 두고 있어서 漢文 

讀解 능력을 중시하였고, 同濟醫學校에서도 입학시

험뿐만 아니라 교과목으로 國漢文이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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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해방 후의 東洋大學館 등 모든 고등교육기

관에서 기초 과목으로 漢文을 개설하여 교육하였다. 

직접 醫書를 강독하는 과목들은 이미 大韓醫士總合

所의 東西醫學講座나 朝鮮醫師硏鑽會의 新舊醫學講

習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방 직후 

1948년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기관인 東洋大學館에

서도 內經學, 傷寒學 등을 강의하였다. 특히 서울漢

醫科大學부터는 傷寒 이외에 內經, 醫經學 등의 과

목들을 저학년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고학년에 개

설하였는데, 아마도 임상과 관련된 原書의 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原典學 교육이 주요 

醫書들 속에 담긴 醫學原理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

라 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들을 종합

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

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醫史學의 경우는 1949년 東洋醫學 잡지에 

실린 東洋大學館의 교육과정 가운데 1학년 과목으로 

東洋醫學史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이후 醫學史라는 

명칭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왔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동안 여러 韓醫界 잡지에서 단편적으로 韓醫學의 역

사를 다루어 오던 것이155) 해방 직후에 이르러 점차 

체계적으로 종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四象醫學의 경우는 李濟馬가 1894년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였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10년대의 公認醫學講習所 교육과정에 四象學이라

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당시에 四象醫學이 빠르

게 전파되어 한의학계에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東

西醫學硏究會의 醫學講習院에서도 당시 都殷珪가 四

象學을 가르쳤으며, 해방 후에는 1961년 東洋醫藥

大學 4학년 과정에 四象學이 개설되어 강의가 이루

어졌다.      

근현대 韓醫學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공과목에 있어서는 內經, 傷寒論

을 중심으로 한 기초와 이론의 기본 교육상에, 근

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과목의 형식을 갖추게 된 

155) 예를 들어 東西醫學報 第5號(1916. 6. 21. p.65)에 실

린 ‘朝鮮醫史’와 漢方醫藥界 第2號(1914. 1. 15. pp.39 

-40)에 실린 ‘朝鮮醫藥古事’, 東醫寶鑑 第2號(1916. 3. 

22. p.9)에 실린 池錫永의 ‘朝鮮醫學의 由來와 發展’, 같은 

號(p.10)에 실린 金東弼의 ‘東西醫史’ 등이 있었다.   

藏象學, 經穴學, 本草學 등이 추가되었고, 교양과목

으로는 주로 어학, 철학, 역사 등의 인문학 계열과 

물리, 생물, 화학 등의 자연과학 계열이 포함되었다. 

韓醫學의 生理學과 病理學은 서양의학의 영향을 어

느 정도 받으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과목들인데, 그 영향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과목의 

성립 이후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서양의학의 

生理學은 초기 교육기관부터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반면에 서양의학의 病理學은 시기에 따라 선택과목

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임상과 관련된 病理學과의 

접목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東
醫寶鑑, 醫學入門 등의 醫書의 직접 강독을 통하

여 이루어지던 임상 교육은 서양의학의 분과에 맞추

어 재편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四象醫學이 이

른 시기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20세기 초부

터 한국한의학의 독자적인 특색을 드러내고자 한 시

대적 배경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

에 서양의학으로부터 도입된 과목으로서 解剖學이 

1910년대부터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해방 후

까지 조직학, 미생물학, 세균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위생학, 법의학, 방사선학, 의학통계학 등의 의학 관

련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보편적인 의학으로서

의 한의학 교육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시

기의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의 많은 변천이 있었으

나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틀은 대략적으로 유지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韓醫學 高等敎育機關의 설립은 교육 이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은 明治維新 과

정에서 당시에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日本 

漢醫學을 제도적으로 육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당

시에 많은 漢醫師들이 溫知社를 결성하여 오랫동안 

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부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이유 중 하나

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醫科制度를 확립하지 못하였

고 그것은 곧 醫科 시험 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관립

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의학교육이 정규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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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官의 지위가 확정되지 못하였던 것이 일본 내 漢

醫師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구한말부터 醫官 출신의 

한의사들이 한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한의사 

단체를 결성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가 公認하는 한의학 고

등교육기관의 설립이 바로 韓醫學의 발전과 韓醫師

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인식

한 것이다. 韓醫界가 해방 직후 한의사단체의 주요 

자산인 東醫會館을 매각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

며, 결국 韓醫師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어느 정도 목

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교육

의 정상화를 통하여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

는 최종 목적의 달성은 아직 진행형이며, 향후 한의

학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Ⅳ. 結 論
본 연구를 통하여 近現代 韓醫學 高等敎育機關의 

敎育課程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醫書의 講讀 형태로 이루어진 전통식 한의학 교

육은 大韓帝國 시기를 거치면서 근대식 교육의 

형태로 차츰 변화하였는데, 1900년대 중반에 세

워진 최초의 근대식 한의학 전문 고등교육기관인 

同濟醫學校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2. 1910년 한국병합늑약 이후 朝鮮總督府는 醫生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을 일체 불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漢醫界는 지속적으로 漢醫師 단체를 결성하고 

醫學講習所를 개설하여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나

가고자 힘썼다. 

3.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학 교육의 주요 주제는 東

西醫學의 융합이었으며, 大韓醫士總合所의 東西

醫學講座, 朝鮮醫師硏鑽會의 新舊醫學講習所, 洪

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 東西醫學硏究會의 醫學

講習院 등에서 모두 東西醫學의 협력을 위한 교

육과정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주류 의학인 西洋

醫學과 교류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東西醫學 융합의 추세 속에서도 韓醫學의 핵심적

인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 한의학 고등교

육기관 설립이 꾸준히 시도되었는데, 대한제국 

시기 同濟醫學校의 설립, 한국병합늑약 이후 朝

鮮醫師硏鑽會의 東醫學校의 설립 청원, 洪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 운영, 일제강점기 말 東西醫學硏

究會와 東洋醫藥協會의 東洋醫藥專門學校 설립 

추진 등이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다.

5.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한의학 

이외에 語學, 科學 및 기타 과목들이 교육되었는

데,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

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해방 이후 교양

과목의 교육으로 이어졌다. 

6. 해방 이후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한의사의 

지위 향상과 의료행위의 확장을 위하여 정책적으

로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하였는데, 전염병 관련 

과목, 放射線 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과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解剖學은 이미 1910년대의 

公認醫學講習所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西洋醫

學과의 접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7. 原典學 분야에서, 漢文은 대부분의 근현대 한의

학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할 소양으로 요구되었고, 직접 醫書를 강독

하는 과목들도 초기의 東西醫學講座나 新舊醫學

講習所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해

방 후 서울漢醫科大學부터는 內經, 醫經學 등이 

고학년에 개설되어 임상과 관련된 原書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8. 한의학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의 지위 향상에 중요한 바탕이 되

었는데, 해방 직후에 東醫會館을 매각하여 杏林

學院과 여러 大學校를 설립한 노력의 결과로서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

서 미래의 한의학 발전을 위하여 현재 한의과대

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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