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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醫學硏究會月報』 연구

정 지훈1)

Doing a Research on『East and West Medicine

Research Society Monthly View』

Jung Ji Hun

『East and West Medicine Research Society Monthly View』was published 7

times to revive and develope the Eastern medicine that was in downward trend

with an "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attitude to unite the East and West

medicine. This magazine was lead by the East and West Medicine Research

Society and therefore an academic magazine. Its contents mostly consist of lecture

type serial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magazine was to reeducate

physicians of the Chinese school or to educate the people who had purpose on

medicine.

The contents of 『East and West Medicine Research Society Monthly View』 has

many serials on various subjects such as Eastern Medicine, Western Medicine,

East and West Medicine, and SaSang medicine. Puting in articles about hygiene to

put in many writings about living health shows the effort in trying to treat

epidemics with Korean Medicine.



Ⅰ. 서론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1924년 金性璂가 중심이 되어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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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한의학을 부흥, 발전시키려

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의학 학술 잡지이다. 이 잡지는 1921년에 결성된 東西醫學硏

究會라는 한의사 단체의 기관지의 성격을 띠고 7회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학술 잡지

는 이 시기의 한의학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볼 수 있

다.

三一運動은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을 부르짖은 민중이 솔선수범하여

이루어낸 혁명적 성격의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민

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부수적으로 일제의 조선에 대한 정책

을 변화시켰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20년대를 문화정치기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됨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기의 사회상은 다양한 사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각계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신경향이 나타나는데,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계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이나마2)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

다. 東西醫學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학 창출을 도모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東西醫

學의 결합을 위한 노력은 곧 학회의 결성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醫生들의 단체인 全鮮醫會의 활동이 약해진 이후로 뜸하여졌던 학회활동이 東西醫學

硏究會라는 단체의 결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3) 이들 단체의 활동상을 잘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東西醫學硏究會月報』인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東西醫學硏究會月報』를 분석하여 그 학술사상,

학술적 경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1920

년대 한의계의 활동상 및 학술사상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론에서는 먼저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자체의 발간연혁, 발간목적, 발행 주

도인물 등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동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한의학교육, 서양의학교육,

동서의학의 匯通, 四象醫學, 임상연구의 강화, 衛生論, 실생활에 접근하는 의학 등의

내용 및 학술경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볼 때 『東西醫

學硏究會月報』가 어떠한 의의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 여기에서 “일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략 10년 후에 새로운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3) 全鮮醫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日帝時代初期韓醫學術雜誌硏究』(정지훈,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에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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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東西醫學硏究會月報』의 발간 연혁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1923년 12월 31일에 제 1호가 발간된 후 1925년 10월 18

일에 革新 제 1호가 발간되기까지 총 7권이 발행되었다. 1921년에 醫生들의 학술연구

장려와 지식의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東西醫學硏究會에서 발행한 이 잡지는 韓鳳熙

를 발행인으로 발행되었으며, 金性璂, 李乙雨, 都殷珪 등의 동의학강의와 서양의사의

서의학강의를 함께 싣고 있다. 1924년 9월 30일에 제 6호를 낸 후, 1925년 10월 18일

에 ‘革新 제 1호’로 바꾸어 재창간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2. 『東西醫學硏究會月報』의 발간 목적

『東西醫學硏究會月報』의 발간 목적은 창간호에 실린 金性璂, 韓鳳熙, 李乙雨, 雪初

居士, 宋振玉 등 여러 한의사들의 축사에 잘 나타나 있다. 대체로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한의학을 부흥,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창간호에 보이는 각 인물의 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金性璂는 「創刊辭」라는 글에서 “東西醫學硏究會가 半島江山에 설립됨은 회원여러

분의 精誠의 결정체이다. 큰 光明이 天下에 비추었으니 다같이 旗幟를 내걸고 責務에

힘쓰자.”고 역설하고 있다.

韓鳳熙는 「告辭」에서 “東術-溫凉, 補瀉-과 西術-解剖, 注射-을 널리 베풀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李乙雨는 「醫界에對한一言」이라는 글에서 “醫學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라

도 떨어져서는 않될 것이기에, 東西硏究의 필요와 大同團結의 기회를 自覺하여, 政治,

法律, 經濟, 商工 등의 다른 목적은 모두 배제시키고 단순한 起死回生의 신비한 醫術

을 한마음으로 발휘하는 데만 목적을 두자.”고 역설하고 있다.

雪初居士라는 필명을 쓰는 이는 「本報創刊에對야」라는 글을 통하여 “東西醫學硏

究會를 설립하여 溫故知新의 목적을 확립하는 동시에 向上前進의 步武를 내딛어 舍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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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長하여 人類에게 無窮한 행복을 享有하게 하는 것이 우리 醫界의 절대적인 책임이

다. 이에 月報를 創刊하여 講義와 理論을 소개하여 지식의 교환을 꾀하고자 하니 永

久的인 대단결이 本報의 절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宋振玉은 「醫界將來를祝함」이라는 글에서 “東西醫學을 對照하고 折衷하여 八方에

이를 간행하여 알리니, 옛 것에 빠진 자가 지금의 것을 배척하고 지금의 것에 취한

자가 옛 것을 멸시하는 惡習과 弊習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융화할 것이므로, 朝鮮의

醫界에 瑞光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축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동의학과 서의학

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한의학을 부흥, 발

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발간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전에 나온 『朝鮮醫學

界』가 동의학교육 자체에 중점을 두고 서의학을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

한다면 그 목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3. 『東西醫學硏究會月報』 발행주도 인물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발행단체인 東西醫學硏究會의 주요임원들에 의하여 그 발

간이 주도되었다. 東西醫學硏究會는 金性璂, 韓鳳熙, 金暎濟, 都殷珪, 吳三柱, 李乙雨

등에 의해 주도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동 잡지의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들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는 동 잡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아래에 그 분석한 내용을 적는다.

金性璂는 1879년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호는 晴峯이며, 東西

醫學硏究會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창간호에 보이는 회원명부를 살펴볼 때 그는 아마

도 종로구 낙원동에서 慈生醫院이라는 한의원을 개설하고 진료에 임하였음이 분명하

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 글을 싣고 있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에서 “特效方”이라는 제목으로 환자를 치료한 두 가지의 醫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임상경험 및 수준을 엿볼 수 있다.4) 그는 또한 『東西醫學硏究會月

報』 제 4호에서는 「百病略論」이라는 글을 통하여 질병의 감별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 6호에서는 「脈法」이라는 글에서 脈學 전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을

통하여 그가 한의학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4) 이에 관하여 본 논문 4장의 (5) 임상연구의 강화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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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韓鳳熙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까지 활동한 醫生이다. 그의 생몰연대는 확실하지 않

은데, 대략 1890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활동상이나 의학사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가 유일하다. 창간호에 그의

주소가 종로구 청진동으로 나와 있는데, 당시에 그는 이곳에서 의원을 열고 진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의 편집부장을 역임하였고, 『東西醫學硏

究會月報』의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의학사상은 『東西醫學硏究會

月報』 창간호에 실려 있는 「告辭」라는 그의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는 “하늘

이 만 가지 사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며 귀한 것 중에서 생명이 또

한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전하게 해주는 의학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

가?”라고 하여 한의학의 연구의 불을 지피고자 하였다. 또한 “東醫學의 장점인 溫凉,

補瀉와 西醫學의 장점인 解剖, 注射를 널리 베풀고 이를 깊이 연구하여 의학을 발전

시키는데 회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하여 동서의학의 장점을 취하여 의학

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金暎濟는 출생년도와 사망연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의 全北地方部

長을 역임하였다. 그는 당시에 서울의 孝子洞에서 개업의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의 의안이나 의술에 관한 저작 등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활동상을 상세

히 알 수는 없다.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창간호에 실린 「診斷의 槪論」이라는 글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醫學이라는 것은 건강을 보호하고 疾病을 예방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醫學을 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이러한 질병을 알아내는 학문을 診斷學이라고 하

는데 診斷의 정확여부는 직접적으로 치료에 영향을 주므로 의사가 가장 중히 여겨야

할 대목이다.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진찰함에 神聖工巧의 기술 즉 望診, 問診, 聞診, 脈

診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望診, 問診, 聞診의 방법은 점차 쇠퇴하

고 脈診 하나의 방법을 중시하여 오늘날에는 진단을 오로지 맥진에만 의존하게 되었

다. 그러므로, 脈診의 진단상의 가치는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각

종 기기의 발달로 打診, 聽診, 測診 등의 진단법과 각종 화학적 검사까지 행하니 질병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을 총괄하면 訊問 및 診査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환자의 旣往症과 見症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

여 치료가 시작될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그가 한의학의 진단 체계뿐만 아니라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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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진단법에도 나름의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都殷珪는 1890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호는 稚槐이며, 東西醫

學硏究會의 咸南地方部長을 역임하였다. 그는 四象醫學에 정통하였는데, 그의 지역적

연고가 이제마의 고향과 일치한 관계로 그러한 듯 하다. 그가 직접 이제마의 제자들

로부터 師事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四象醫學을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

는 환경에서 의학공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 「四

象醫學의 解說」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하였다. 1924년 1월에 발간된 제 2호부터 계

속 연재한 이 글은 四象醫學의 발생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고, 李濟馬의 학문적

깊이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四象醫學은 순전히 性理道德에 바탕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東醫壽世保元』의 원문을 나열하고

저자의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글은 제 1장 ‘性命

論’부터 제 2장 ‘四端論’까지 연재하던 도중 갑자기 잡지의 폐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이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상세히 알 수는

없다.

吳三柱는 출생년도와 사망연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의 平南地方部

長을 역임하였다. 그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에 실린 「東西醫學에對原因

과結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東醫學이 이와 같이 쇠퇴한 까

닭은 ‘學與不學 進與不進’하는 것이 원인의 요점이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西洋醫學은 기원전 460년경에 질병의 종류를 구별한 이래로

解剖, 生理學을 연구하였으며, 1600년대에 와서는 生理學을 더욱 발전 시켰고 淋巴계

통 연구 및 현미경을 응용하여 의학을 발전시켰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精神病學, 組

織學 등이 연구되었으며, 19세기에 와서는 防腐的 수술 및 創傷요법이 개발되었다. 이

같은 서양의학의 발전은 수 천년동안 계속적으로 나아가며 그치지 않은 결과이다. 漢

醫學은 伏羲, 神農으로부터 기원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려왔는데, 分科별로 치료하

는 점은 서양의학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으나 玄妙한 치료술은 우수한 점도 있다. 우

리 朝鮮의 의학은 중국의 의술이 전래된 이래로 오랜 시간이 지나 조선 중엽에 許浚

이 東醫寶鑑을 지은 이래로 여러 서적들이 만들어져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日本

의 의학은 明治維新이래로 서양의학을 수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슬프도다! 우리

가 東西古今의 의학을 살펴보건데 東西의 구별이 어디 있으며, 古今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는가? 쇠퇴나 발전은 모두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고 학문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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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게을리 한데 있는 것이다. 쇠퇴나 발전이 모두 우리 醫生에게 달려있도다. 따

라서, 지금 우리는 百尺竿頭에서 일보 전진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으니 大同團結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그가 한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학까지 의학사 전반에 걸

쳐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에 서울의 壽松洞에서 개업

의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그의 醫案이나 의술에 관한 저작 등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 수는 없다.

李乙雨는 1871년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그의 호는 以亭이고, 1914

년에 개최된 한의사들의 총회격인 全鮮醫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東西醫學

硏究會의 부회장을 지냈으며, 나중에는 同會의 相談役을 역임하였다. 그는 『東西醫學

硏究會月報』 창간호에 실린 「醫界에對한一言」이라는 글에서 “醫學은 사람이 살아

가는 동안에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기에, 옛날부터 碩學들이 의술을 연구하

여 口傳하기도 하고 저술을 하기도 하여 은혜를 후세에 드리웠다. 그러나, 최근의 상

황을 살펴보면 서로를 질시하며 학문을 등한시 하는 등 醫道가 사라져가는 듯한 모습

을 보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본회의 金性璂 회장께서 東西醫學硏究의 필요와

大同團結의 기회를 自覺하시어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보의 발간 목적은 政治, 法律, 經濟, 商工 등의 다른 분야에 있지 않고 오로

지 백성을 위하여 起死回生의 신비한 醫術을 한마음으로 발휘하는 데만 있다.”라고 역

설하고 있다. 그는 당시에 서울의 苑洞에서 개업의로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

다. 그의 의안이나 의술에 관한 저작 등은 남아 있지 않아 그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

수는 없다.

4. 내용 및 학술경향

『東西醫學硏究會月報』의 내용은 대부분 강의형식의 연재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醫生들의 재교육이나 의학에 뜻을 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본 잡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구성물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의학교육과 관련된 내용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한의학교육을 위한 내용의 글들이 연재되어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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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醫學硏究會月報』의 첫머리에는 「明堂仰圖」5), 「明堂伏圖」6), 「臟腑圖」7)

등의 그림이 나와 있다. 이는 『醫學入門』의 처음에 나오는 ‘明堂仰伏圖’와 ‘臟腑圖’를

그려 놓은 것이다.

「百病略論」8)는 金性璂가 쓴 것으로 질병의 감별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는

李東垣의 『內外傷辨惑論』에서의 內外傷을 감별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頭痛, 耳聾,

口味, 口渴 등에서부터 陽維, 陰維의 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의 감별방법을 서술하

고 있다. 예를 들면, 頭痛은 ‘無間歇爲外感, 有間歇爲內傷.’이라고 하여 구별법을 설명

하고 있다. 다른 증상들도 이와 같다.

「東醫論」9)은 姜理煥이라는 의생이 쓴 글이다. 이 글은 사람의 출생, 성장과정 및

生理에 관한 내용을 人始生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墻, 皮

膚, 胃及脈, 氣血, 經絡, 海, 人之常平, 五臟(小大, 高下, 堅脆, 端正, 偏傾), 六腑(大小,

長短, 厚薄, 結直, 緩急), 臟象, 氣度, 營衛 등의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글이다.

이상의 내용을 『周易』, 『參同契』, 『黃庭經』, 『內經』 등의 經文을 인용하여 설

명하고 있다.

「外感及內傷의略說」10)은 吳泰遊11)가 쓴 글로 內傷과 外感의 감별법을 소개하고 있

는 글이다. 예를 들면, ‘外感者 寒熱二氣 不和於外 邪自表傳裏 變生雜病而言 內傷者

陰陽二氣 不和於內 病自裏累表 變成雜病而言.’ 등의 방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나열하

고 있다.

「杏林秘笈」12)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글이다. 이 글에서는 四六湯, 六鬱湯, 二陳

湯, 歸朮飮, 九味羌活湯, 理中湯 등 여러 가지 처방의 구성약물, 분량 및 가감법 등을

칠언절구형식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二陳湯을 通治痰하는 약물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半夏二錢赤茯苓, 橘皮一錢灸甘五. 氣滯上焦心胸痞, 更角縮砂香附子.

5)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2호

6)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3호

7)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4호

8)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4호 ～ 제 5호

9)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5호 ～ 제 6호

10)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5호

11) 1867 ～ ?. 東西醫學硏究會 庶務部長. 

12)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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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滯中焦服脇刺, 厚朴只實蓬三稜. 氣滯下焦腰疝瘕, 靑皮檳榔加木香.

火熱生濕濕生痰, 酒芩羌活加防風. 濕入沈困加桑白. 上加羌活蒼朮芎,

中加猪澤赤茯苓, 下加防己木通滑. 溫熱在上加黃芩, 中加黃連下黃栢.

「壽夭說」13)은 金鎭世가 지은 글로 『周易』, 『素問․上古天眞論』 등에 근거하여

사람의 壽夭에 대하여 서술한 글이다.

「脈法」14)은 金性璂가 쓴 글로 二十七脈脈動有準, 七表, 八裏, 十二道, 相類脈, 相反

脈, 十怪脈, 諸病主脈, 諸病體狀, 五臟脈, 六腑脈, 四時正脈 등의 소제목 하에 脈理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勞瘵論」15)은 金海秀가 쓴 글로 孫眞人, 朱丹溪, 葛乾孫, 滑伯仁, 王節齋 등의 이론

과 『內經』 등의 경문에 근거하여 勞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다. 勞瘵의 종

류, 증상, 치법, 처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한의학에 관련된 내용의 글들은 같이 실리거나 연재된 서양의학 관련 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도 적고 내용도 허술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東西醫學硏究會

月報』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것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러나, 비록 적은 양의 글일지라도 그 내용이 한의학 경전에 바탕하고 있으며 깊이가

있는 것들임은 주목할 만하다.

(2) 서양의학교육과 관련된 내용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서양의학교육을 위한 내용의 글들이 많이 연재되었다.

그 연재물들은 다음과 같다.

「睾丸內分泌과脂肪의關係에就하야」16)는 CK生17)이라고 밝힌 저자의 글로 “睾丸內

分泌의 有無는 男性의 性狀을 변화시켜 喉頭 및 鬚髥, 踞趾의 발육 등에 영향을 미치

며 동시에 皮脂腺의 分泌에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는 글이다.

「肺結核早期診斷上要点」18)은 NS라고 밝힌 이가 번역을 한 것으로 ‘活動性의 診斷’,

13)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6호

14)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6호

15) 『東西醫學硏究會月報』제 6호

16) 『東西醫學硏究會月報』 創刊號

17) 이 시기의 잡지에는 이와 같이 이름의 영문 이니셜만을 써서 저자를 밝히고 있는 글들이 많은데, 이

는 당시의 유행이었던 듯 하다.  

18)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韓國醫史學會誌  Vol.15  No.1  



- 208 -

‘陽性診斷에셔의 最小한 要求’ 등의 소제목으로 폐결핵의 진단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稀有한一急性心臟衰弱症에對한所見」19) CK生이 쓴 것으로 心藏神經痛으로 정의되

는 본병에 대하여 증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환자의 가족력, 기호, 기왕력, 발병당

시 증후, 치료경과, 필자의 소견 등을 서술하고 있다.

「骨學의槪要」20)는 閔哲鎬21)가 쓴 글로 의사가 해부학을 알아야 하는 당위성을 모

두에 제시한 후, 骨의 주성분, 骨의 조직, 연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神秘한月經과婦人의性的生活」22)는 C生이라는 사람이 『性公論』이라는 책을

번역하여 전재한 글이다. ‘婦人問題의 中心과 月經’, ‘月經과 婦人病及精神障害’, ‘經血

의 性質’, ‘月經의 閉止와 姙娠’, ‘月經과 性慾’, ‘破苽期와 更年期及結論’, ‘月經에 關한

硏究綱目’ 등의 제목 하에 여성의 월경과 이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상

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簡易肺病療法」23)은 NS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으로 ‘肺結核의 原因’, ‘結核菌을 殺

하는 法’, ‘結核性疾病의 種類’ 등의 제목으로 폐병 중에서 結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글이다.

(3) 東西醫學의 匯通에 관한 내용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는 단순한 결합이나 흡수하는 형식이 아닌 각각의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 형식을 띠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시도가 동서의학의 명칭 비교이다. 「東西病名對照表」24)라

는 글에서는 130여 가지의 병병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中風症은 末梢神經麻痺,

口眼喎斜는 顔面神經麻痺, 卒中風․厥逆은 腦出血, 怔忡症은 心臟神經症, 癮疹은 蕁痲

疹, 帶下는 子宮內膜炎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확한 대조는 아니지만 이러

한 병명의 비교를 통하여 서양의학과 동의학의 상통점을 찾으려고 한 노력은 의미 있

19)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20)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3호

21) 1888～?. 日本名 文門學彦.

22)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3호

23)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3호

24)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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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시도는 「中央總部講壇에셔」25)라는 글에서 東西醫學硏究會의 中央總部에서

개최한 강연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에서 볼 수 있다. 姜浚杓26)가 紅疫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紅疫의 原因, 病症, 療法, 消毒, 調理 등에 대하여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소개

하고, 그 원인을 肺胃로부터 發源한다고 보고, 療法으로 升麻葛根湯을 소개하고 있다.

劉根永27)은 天然痘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천연두의 原因, 症狀, 療法, 預防, 調理

등에 대하여 서술한 후, 원인을 六腑의 열과 세균의 침입으로 보고 요법으로는 서양

약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예방법은 종두를 시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들은 치료법은 洋診漢治, 漢診洋治를 시도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세 번째 시도는 「麻疹에就하야」28)라는 글에서 볼 수 있다. 趙容準29)은 이 글에서

麻疹의 原因을 서술한 후 猩紅熱과 麻疹의 症狀, 預後, 療法, 豫防 등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다. 각 질병의 정의 등은 서양의학적 설명을 도입하고, 脈診, 治法 등은 한의

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의 동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을 하려는 시도는 1920년대 당시 한의계의 상황 및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그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됨에 따라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곧 사그라지고 말게 된다.

(4) 四象醫學에 관한 내용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四象醫學에 대한 강의가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都殷

珪가 「四象醫學의解說」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이 연재물은 창간호부터 잡지가 폐

간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글은 四象醫學의 발생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李濟馬

의 학문적 깊이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都殷珪는 여기에서 “四象醫學은 순전히 性

理道德에 바탕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東醫壽世保元』의 원

문을 나열하고 저자의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띠고 있다. 제 1장 ‘性命論’부터 제 2

장 ‘四端論’까지 연재하던 도중 갑자기 잡지의 폐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어지지 못

25)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26) 1865 ～ ?. 東西醫學硏究會 評議員.

27) 東西醫學硏究會 全南地方部長

28)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6호

29) 1881～1966. 日名 天林華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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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5) 임상연구의 강화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다양한 임상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거나 서양의학적 실험

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 중 하나는 「特效方」30)이라는 제목으로 慈生醫院長인 金性璂가 보고한 것이다.

東西醫學硏究會 회장인 金性璂가 당시 낙원동에서 의원을 하면서 치료한 醫案을 소개

하고 있다. 첫 번째 예는 ‘痘後餘熱未淨의病’을 치료한 療熱解毒湯이라는 처방이다. 처

방의 구성 약물은 連翹, 防風, 羌活, 柴胡, 南星, 半夏, 桔梗, 前胡, 牛蒡子, 枳殼, 赤茯

苓, 荊芥穗, 川芎, 甘草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예는 ‘暴怒傷肝의病’을 치료

한 補腎平肝湯이라는 처방이다. 처방의 구성약물은 熟地黃, 白芍藥, 山茱萸, 麥門冬,

柴胡, 山梔子, 白芥子 등이다.

다른 하나는 「朝鮮人의胃液硏究」31)라는 실험보고서로 京專醫學士 李載澤이 쓴 것

을 張聖世가 번역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胃液의 연구가 민족의 생활상태 및 건

강상태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健康歐洲人에 對하야’, ‘健康日本人

에 對하야’라는 제목으로 평균인의 酸量을 규정한 후, 16세에서 40세에 이르는 123명

의 조선인 남여를 대상으로 한 검사치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조선인의 독특

한 食生活 양식으로 말미암아 서양사람들과는 酸量의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병의

양태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나온 『漢方醫藥界』,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 여타 잡지가 단순

히 『內經』, 『傷寒論』등 경전에 보이는 문장을 나열하거나 서양의학 교재를 전재

하여 교육적 목적만을 만족시키고자 한 데에 지나지 않았다면, 본 잡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의안을 싣고 임상연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새롭다

할 것이다.

(6) 衛生論에 관한 내용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衛生學에 관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에 전

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衛生論이 대두된 데 기인하는

30)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31)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3호 ～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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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그 중 하나가 「衛生學의大意」32)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인데, 이는 『衛生

要義』라는 일본 서적을 轉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衛生學을 公衆衛生法과 各自衛

生法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이야기한 후, 위생학의 목적, 연혁, 위생사업 등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個人的衛生과 社會的衛生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社會發達과 衛生, 土地와 健康, 地中의 氣體와 水, 地中의 溫度와 腐敗, 空

氣, 氣象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위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7) 실생활에 접근 하는 의학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생활건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글이 많이 실려 있다.

이는 근대적 의미의 예방의학의 개념이 도입된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첫 번째는 「鰒魚에對注意」33)라는 글로 醫師 金溶埰가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복어에 있는 독의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중독되었을 때의 증상 및 처치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토하거나 설사를 시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秘笈瑣錄’이라 하여 토법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

다. 하나는 “蘆根汁, 成人屎汁, 或香油多灌吐出卽愈.”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羊蹄草

汁, 或藍汁或槐花末三錢新汲水調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술과 담배에 관한 내용으로 「衛生上, 道德上으로보아 酒의害毒, 煙草의害

毒」34)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酒의害毒’에 대해서는 虞國華가, ‘煙草의害毒’에 대해서

는 외국인 크레쓰가 쓴 글이다. 각각 술과 담배의 해독에 대하여 서양이론 및 실험결

과 등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Ⅲ. 결론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하여 침체된 한의학을 부흥, 발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총 7회 발간되었다.

32)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 제 3호

33)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34)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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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잡지는 東西醫學硏究會의 주요임원들에 의하여 그 발간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同

會의 기관지 성격의 학술잡지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강의형식의 연재물로 구성되었

는데, 이는 당시 醫生들의 재교육이나 의학에 뜻을 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

로 본 잡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내용에 있어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는 東醫

學, 西洋醫學, 東西醫學, 四象醫學 등 다양한 연재물들이 많이 있다. 衛生論과 관련한

내용을 실어 생활건강에 관련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은 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이를 한의학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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