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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broader gap between East and West medicine?

This is a very long story that began in the late Renaissance and still continues today. Why it took so long time from the end of the 

XIIth century when acupuncture was firt imported to Europe to XX century when it was finally settled in France? We present three cases 

which caused the delayed establishment : A “blisters” article from Diderot and D’Alembert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practice of 

acupuncture by Dr. Berlioz in Paris in early 19th century, and the reception of the works of Georges Soulié de Morant in France in the 

1930’s. We attempt to show the misunderstanding that has always prevailed between the East and West medicines because of different 

viewpoint : the West has not understood the richness and subtlety of the approach of East asian thought and wanted to “align” the Asian 

medical modality to west medicine with inappropriate and insufficient “experiments” without enough explanation of the principles and 

philosophical backgrounds. It was not the matter of technology but the mutual incomprehension of histor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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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프랑스의 아시아 전통의학 역사를 살펴보면 문헌상 기록
이 1253년 기욤 드 뤼브록(Guillaume de Rubrouck)의 여
행견문록에1) 나타난 이후 18세기와 19세기에 현저하게 나
타났으며 오늘날 미래의 네오사이언스2)라 정의하기까지 많
은 과도기를 겪게 된다.

프랑스 국내에는 16세기 이후 많은 논문들과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의 서술양상과 임상 연구방법

은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고 시대별로 이해과정의 접
근법에도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의 발달 전후를 배경으로 한 18세기에서 20
세기의 동아시아 의학3)이 연구되는 과정에서 당시 관련문
헌 자료 중 시대별로 대표될 수 있는 인물과 그의 저서를 
통한 이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의학의 교육에서 東醫寶鑑이나 內徑
을 지침서로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날까지 프랑스에서 동아
시아 의학을 논할 때 인용이 자주 되는 문헌과 인물들을 
기준으로 선택했다. 첫 번째는 18세기 중반 Encyclopedia 
of Diderot et d’Alembert4)에 기록된 동아시아 의학의 

1) Guillaume de Rubrouck 著, Claude et René Kappler 譯. Voyage dans l'Empire Mongol(몽고제국 여행기)1253-1255 Paris:Imprimerie 
Nationale Ed. 1992

2) Didier Sicard, Geroge Vigarello 외 다수. Aux origines de la Médecine librairie Arthème. Paris:Fayard. 2011: P.358 “Des Médecines du 
Lien, Une Médecine pour demain...”

3) 여기서 동아시아 의학은 중국, 일본, 한국을 일컫는다. 아유르베다 의학은 전통 서양의학에 이견이 없이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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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개념 정의를 예로 들고자한다. 두 번째로는 
19세기 초반 Dr. Berlioz의 침구 임상연구 논문 내용이며. 
세 번째는 20세기 초의 술리에 드 모랑(Soulié de Morant)
의 중국의학 습득과 전파 과정이다.

Ⅱ. 本論

1. 유럽 의학계의 시대적 배경(18c-20c)

먼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18세기 전후의 유럽 의학계의 
시대적 배경5)을 醫學의 基源(Aux origines de la Médecine)
의 내용을 번역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의학계의 변화는 자연주의 사상의 의사들

이 주류로 참여하여 생물계의 분류(Classification)법 체계 전환

에 집중했다. 먼저 동물계를 분류하려 하였고 식물계,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질병의 분류에 힘썼다. 병리적 증상들을 수집하

여 식물 분류 체계처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8세기 후

반 가장 유행하는 의학경향이 된다.6)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증명위주의 연구방식은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론과 뉴턴의 발견

들을 핵심배경으로 한 자연과학계 중심의 새로운 의학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기획의 중심은 데카르트(René Decartes)

의 이원론과 헤르만 보어하브(Herman Boerhaave)의 수리 역

학과 쟝바티스트 반 헬몽(Jan Batist Van Helmont)의 화학적 

접근법과 알브레크 본 할러(Albercht von Haller)의 자극 감응

성설(感應性說) 그리고 조쥬 어니스트 스탈(Georg Ernst Stahl)

의 애니미즘과 테오필 드 보드(Théophile de Bordeu)와 폴 죠

셉 바테즈(Paul-Joseph Barthez)의 바이탈리즘등이 당시 배경

의 근거가 된다. 

프랑스 혁명이후 의학계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병원의 

국립화와 의학교육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의학교육제

도의 주도자는 앙트완 프랑소와 푸크르와(Antoine François 

Fourcroy, 1755-1809)와 미쉘 어거스틴 투레(Michel Augustin 

Touret, 1748-1810)라는 두 화학자이다. 투레는 새로 설립된 

파리의학교의 초대학장이 된다. 의학서들이 고전 라틴어 대신 

불어로 바뀌었고 1학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데 

자연과학을 주축으로 한 화학 메디컬, 자연학 메디컬, 약초 메

디컬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방과 후에는 병원 수업이 있었다. 

방과 후의 병원 실습 위주의 수업은 자연스럽게 해부학 위주로 

외과의학의 역할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종합병원

위주의 제도는 통계중심 의학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프랑스 본토의 삼대 의대인 파리, 몽펠리에, 스트

라스부르크 의대를 위주로 전국에서 시행되었으며 1850년대에

는 페루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한다. 정계의 진출로는 몽펠리

에 의대출신 의사 앙트완 챱탈(Antoine Chaptal, 1757-1832l)

을 내무부 장관으로 위촉하고 모든 의료시스템 재반을 바꾸어 

국립화 시켜나간다. 즉 의대 교수들과 병원 의사들이 국가공무

원 신분이 된 것이다. 또한 혁신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긍정적 

기대는 예술적 의학을 과학적 의학으로, 심신의학을 뇌와 육체

의학으로 바뀌는 급 변화 속에 있었다.7)”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의학계의 변화 과정에서 화학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됨을 파악할 수 
있다. 1학년 주요과목으로 화학이 필수가 되고 두 화학자의 
주도 하에 기획된 의학교육제도와 동일 전공자 장관의 임명
은 오늘날 현대의학이 Biomedicine이라 일컬어지게 되는 흐
름의 줄기가 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침구의 연구방법도 당
시의 서양의학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치료법
으로 접근되었던 경험주의(Empiricism, experimentalism)를 
바탕으로 인식되는 과정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시대별 주요 인물들과 그의 저서에 나타난 

동아시아 의학의 내용

1) 18세기 중반 Encyclopedia of Diderot et 

d’Alembert의 서술내용

 
18세기는 유럽에서 침과 뜸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본

격화되는 시기이다.8) 중국학은 볼테르를 비롯하여 몽테스
키외, 루소 등 당시 유명세를 떨치던 학자와 사상가들의 많
은 관심거리 는데 볼테르의 수필집 慣習9), 디드로의   

4)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백과사전이며 사이언스, 예술, 상공업분야를 총 망라했다. 1751년을 기점으로 하여 수많은 중단 위기를 거치고 1772년에 
완성되었다.

5) Didier Sicard, Geroge Vigarello 외 다수. Aux origines de la Médecine librairie Arthème. Paris:Fayard. 2011.
6) Didier Sicard, Geroge Vigarello 외 다수. Aux origines de la Médecine librairie Arthème. Paris:Fayard. 2011:p.101
7) Didier Sicard, Geroge Vigarello 외 다수. Aux origines de la Médecine librairie Arthème. Paris:Fayard. 2011:p.102-141
8) 나향미, 프랑스의 동아시아 전통의학 현황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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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clopedia of Diderot et d’Alembert, 레날 신부의   
Histoire des deux Indes10)은 중국의학의 내용이 언급된 
서적들이다. 이 중에 특히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Encyclopedia 
of Diderot et d’Alembert 는 당시 유럽 사회의 다양한 방
면에 향을 주어 계몽주의(啓蒙主義)11) 발달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의학의 치료법
들도 소개가 된다.12) 

(1) 저자와 그의 사상 

저자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1713-1784)는 작가, 
철학자이며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사상가이
다. 랑그르와 파리의 예수회(會)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마
친 후, 파리 대학에서 인문학, 철학 등을 고학으로 전공했
다. 그는 프랑스 최초의 백과사전 집필의 주도 역할을 했
다. 과학아카데미13)의 J.R. 달랑베르(J.R d’Alembert)를 감
수자로 하고, 볼테르, 몽테스키외, J.J. 루소 등 당시의 계몽 
사상가들을 총 동원하여 1751년에 제1권을 내놓았고, 21년
이 지난 1772년에 본문 17권, 도판(圖版) 11권의 전서를 
완성하 다. 총 4255부를 출판했으며 2000부가 프랑스 국
내에, 나머지는 외국에 배포되었다.14) 독자층은 판매부수보
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전시대의 神 중심의 思考觀에서 벗어나 一元論적 세계가 
아닌 다양한 인간의 세계를 묘사하고자 했다. 인간을 중심
으로 한 활동, 인문과학중심으로의 사고방식 전환에 기여한 
서적이다.15) 절대주의, 종교중심주의에 반대하고 이론보다
는 실용성이, 원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적 배경이 바탕이 되었다. 저자의 사

상은 본문 못지않은 분량으로 다룬 도판의 수량을 보더라
도 알 수 있다. 또한 여행견문록들이 많이 첨가됨으로써 각
각의 장소별, 시대별로 다양한 문명의 관습들을 서로 비교 
할 수 있었다. 백과사전의 목차는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었
으며 개념의 정의, 관련 사물, 사상, 이론 및 새로운 가설과 
실험까지 서술 되었다.

(2) 동아시아 전통의학 소개

｢Tome Ⅲ｣에서는 중국의 철학을 소개하는데16) 공자와 
맹자, 노자 등을 소개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서술되지 않
았다.17) 음과 양, 오행을 언급하지만 유교의 강령으로 설명
되고 도교 사상적 배경의 언급은 없다. “중국의학은 건강한 
삶의 유지와 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예술”이라 
정의했다. “Médecine”이라는 단어의 정리에서 당시의 의사, 
외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의학지식을 기록하 는데 그 
중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의학의 지식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수 페이지에 걸쳐 중국의학을 “먼 나라의 
의학편”부분에 서술했으며 또한 이집트, 그리스, 아랍 등의 
의학도 소개하여 신 중심의 탈피와 다양한 인간의 삶이 존
재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계몽주의적 성격이 의학부분에서
도 드러난다. 사전의 ≪먼 나라의 의학≫18)편에 나오는 중
국의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내용과 같다.

“이 민족들은 화학이 없다. 해부에 무지하고 출혈시키는 치

료법도 거의 없다. 신체 안에 흐르는 어떤 액체가 24시간동안 

50회 순환한다고 상상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설을 유럽인

들은 그들이 오래전에 먼저 혈액순환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병

명도 과장되고 이치에 별로 맞지가 않는다. 외과 시술로는19) 

9) Voltaire. Essai sur les moeurs et l'esprit des nations. Genève:Cramer. 1756.
10) 1770년 암스테르담에서 익명으로 출간된 책으로 Raynal Guillaume-Thomas(1713-1796)와 디드로가 공동 편집했다고 알려지며 책의 공적은 

Raynal신부에게 주어진다. 원제는 Histoire philosophique et politique des établissemens & du commerce des européens dans les deux 
Indes이다. 반식민주의 사상이 담긴 책이다. 

11) 계몽주의시대를 불어로 직역하면 빛의 시대라 일컬어지는데 사상가 루소의 참여에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Diderot가 사전 편찬 중 고발당하여 
투옥 되었을 때 여러 번 루소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사전의 내용들을 접하게 된 루소는 그 느낌을 “어둠 속에서 나오니 갑작스러운 햇빛이 비
추어 눈이 부시구나!”며 감탄했다 한다. 또한 루소의 이론도 백과사전 내용의 일부로 기록된다. 

12) 조선을 언급한 문헌들도 드물게 보이지만 주제와 거리가 있어서 다른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13)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프랑스어: Académie des sciences 아카데미 데 시앙스)는 프랑스 과학 연구의 발전 정신을 촉진시키고 보호하자는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제안에 따라 루이 14세에 의해 1666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국의 왕립 학회와 함께 17, 18세기 과학의 발전을 이끌
었으며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4) Marie Leca-Tsiomis, Recherche sur Diderot et sur l’encyclopedie. Paris:Societe Diderot. 2006
15) Madelaine Pinault. L’encyclopedie Collection “Que sais-je?”. Paris:PUF. 1993:p.41
16)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 T.III Paris:Nabu Press. 1751-1772:p.341. Chinois에서 중국의 철학부분.
17) KALTENMARK M. Lao-Tseu et le taoïsme Paris:Le Seuil. 1958.
18)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 T.X Paris:Nabu Press. 1751-1772:p.263. Médecine 설명부분 뒷쪽, 사전에 파

트별 저자가 표시되는데 이 부분은 저자미상이다.
19) 외과시술이란 의미는 신체의 외부치료란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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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따라 침(바늘)을 쓰거나 뜸을 뜬다.”20) “중국인들은 단지 

맥만을 상세히 관찰하여 진단을 하는데 명의들은 맥을 통해 진

단과 증상 및 처방까지 다룬다.” “그 맥 연구를 통하여 에너지

의 흐름과 계절별 장부에 미치는 영향과 오행의 흐름과 배속된 

장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21)

그림 1. 디드로 백과사전 Médecine 서술 부분 263페이
지22)

앞서 시대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학이 의학교육에
서도 주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 분위기 다는 것을 위의 언
급에서도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Acupuncture와 Moxa
(뜸)23)을 외과적 기술로만 기록했다. 주로 맥진 연구와24) 
침이25) 주로 소개되었는데 맥진이 동아시아 의학의 기초라 
여기고 있다. 맥진에 관한 관심은 디드로의 사전뿐만이 아
니라 1253년 뤼브록의 여행견문록에서도 나타난 이후 각 
시대별로 문헌기록들에 자주 나타나는 오늘날까지 주요한 
관심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심은 전통 서양의학에서
도 맥진이 공통적 분모로 존재한다는 점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어 동아시아 의학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기 때문이리
라 추정된다.26)

(3) Acupuncture 내용 : Vesicatoire (발포제)

Acupuncture라는 단어설명은 알파벳 순서대로인 A가 아
닌 Vesicatoire27) 부분에 포함되어 서술되었는데 저자 본
인도28) 침구가 서술되어야 할 적당한 시기와 알파벳 순서
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분류되었음을 언급했다. 또
한 뜸과 부항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보
아 침법을 발포제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저자의 실수 다
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Vesicatoire의 Acupuncture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
다.

“발포제란 국소치료를 일컫는데 피부에 수포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극제, 염증, 발열제가 몸의 표면에 적용되는 것

으로 적반(赤斑)이나 종기, 염증, 수포, 가려움, 딱지 등을 유

발한다. 즉 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해로운 요소를 몸 표

면 밖으로 표출시키고 림프 영양분을 순환시키는데 이용되는 

방법을 일컫는다. ... 발포제의 하나로 Acupuncture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자락법 대신 사용

된다.29) 앞서 Acupuncture를 서술할 기회를 놓쳐서 이곳에 자

세히 설명하겠다”. “Acupuncture란 뾰족한 도구로 몸 전체에 

많은 상처를 내어 둔화된 신경이나 세포조직을 자극시키는 방

법인데 몸의 살 부분에 찔러 넣는다. 병자의 몸 전체에 찌를 

수 있으며 그 숫자도 제한이 없다. 페루나 아프리카에서는 달

궈진 뽀족한 도구나 칼로 마비된 사지에 찌른다.”

20)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 T.X Paris:Nabu Press. 751-1772:p.263.
21)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T.XIII Paris:Nabu Press. 1751-1772:pp.221-226. 
22) 이미지 출처 http://fr.wikisource.org/wiki/Page:Diderot_-_Encyclopedie_1ere_edition_tome_10.djvu/263 
23)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T.X Paris:Nabu Press. 1751-1772:p.843. 뜸은 주로 일본의 치료법으로 서술된다.
24)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T.X Paris:Nabu Press. 1751-1772:pp.221-226.
25)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T.XVII Paris:Nabu Press. 1751-1772:p.191. vésicatoires.
26) 나향미. 프랑스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현황.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p.8.
27) 발포제, 피부자극제, 외과수술도구의 하나이다.
28) Didrot를 칭한다.
29)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Tome XIII Paris:Nabu Press. 1751-1772:pp.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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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ésicatoire단어의 정의 Didrot 백과사전30)

또한 Vicq d’Azyr(빅 다지르, 1748-1749)31)도 그의 
1805년 논문에서 Ten Rhyjne32), Kaempfer33)의 말을 인
용하며 Acupuncture가 발포제라는 외과기구로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음를 지적하며 
여러 다양한 병에 적용한 임상연구를 할 것을 주장한다.34)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18세기까지 동아시아 의학은 단순
한 동아시아의 테라피 기술로 이해되었으며, 아직은 임상시
도가 없이 동인도 회사의 몇 탐험가들의35) 초기 문헌 기록
들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외과기구 기술로
만 언급되며 동아시아 의학에 관한 대부분의 서술처럼 原
論적 이해나 思想적 배경의 언급이 없고 당시 계몽주의적 
분류체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Acupuncture를 부적
절한 항목으로 분류시켰다. 이러한 착오는 Acupuncture의 
취혈 자리나 경락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단편
적인 표피자극방법으로만 해석했고 穴자리 위주의 국소기
능만 내세우는 오늘날 서양의 동아시아의학 연구의 흐름의 

시발점이 되었다. 즉 해부학과 외과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상황에 새로운 신기술로 도입된 침법이 맞물리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 논문
들에 참고문헌이 되고 있다. 

2) 19세기 초반 Dr. Berlioz의 임상 침 연구의 시작

19세기에는 임상연구가 활발해지는데 이시진(1518-1593)의 
｢本草綱目의(Compendium of Materia Medica)｣ 전파에도 불
구하고 침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18세기가 Acupuncture
의 이론적 연구시대라면 19세기 초는 임상실험이 확대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36)

(1) 저자의 활동

Louis-Joseph Berlioz(1776-1848)는 서구유럽에서 최초
의 Acupunture 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논
문 발표이후 침구 임상실험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린다. 1810
년 파리 Medicine Society 콩쿠르에 실은 논문37)은 극찬을 
받았다. 실험내용들을 보태어 1816년 Berlioz는 논문을 발표
하는데 만성병과 그 치료법으로 출혈법과 Acupuncture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침의 사용을 의사들에게 적극 권장한다.

(2) 논문의 내용38)

① 만성병의 정의

논문에는 만성병의 특징, 병인과 치유방법, 치료기간을 
서술하 다. 인간의 육체는 환경과 혼과의 교감39)작용관
계에 있다. 교감작용의 건강상태가 조직(Tissu)을 통해 나
타난다. 또한 만성병의 원인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0) Didrot.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métiers.Tome XIII Paris:Nabu Press. 1751-1772:p.203.
31) 해부학자
32) 텐 라인(1674-1676)은 그의 통풍치료에서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동맥과 정맥을 혼동하며 이를 經과 脈”이라 하며 장기와 연결시키는데 찌

르거나 태워서 복통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외과기술이다. 서양의 끔직한 외과가술과는 다르다고 언급한다.
33) 템퍼(1690-1683)는 이국의 즐거움에서 동양과 서양외과기술의 금속도구와 화기구의 차이를 주장하고 통증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치료하

는 것을 비판했고 추운 나라에서는 뜸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독일 자국에서의 경험을 말한다.
34) Felix Vicq d’AZYR. Sciences Physiologiques et Médicales Paris:L. Duprat-Duverger. 1805.:pp.132-139. “C’est a ce qui connaissent bien 

l'économie animale, et qui ont profondement médité sur la nature des maladies, à décider si nous devions regretter que ce moyen ne soit 
jamais employé parmis nous”.

35) Rhine과 Kaemper
36) 나향미 프랑스의 동아시아 전통의학 현황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p.10.
37) Berlioz LVJ. Mémoires des maladies chroniques, des évacuations sanguines et l'acupuncture Paris:C roullebois. 1816. 
38) Berlioz LVJ. Mémoires des maladies chroniques, des évacuations sanguines et l'acupuncture Paris:C roullebois. 1816. p.303-353.
39) Sympat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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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병의 특징은 조직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둔감해졌다
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감전달체계에도 더 시간이 걸린다. 
느려진 이유는 전체 교감신경의 허약, 쇠약, 양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와 습관 때문이라고 하 다.

② 치료 방법

만성병은 이처럼 피부자극 발포, 출혈, 부분교감 신경자
극, 고열, 연령의 변화, 계절의 변화40)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生氣의 쇠약이므로 양분을 공급하는 胃를 잘 돌봐
야 하고, 소화를 돕고 강도 높은 운동을 병행해야한다. 신
경계와 림프관련 병에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성병치료
에 효과적이었다. 만성 염증에는 상복부 발포가 효과적이
다. 또한 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자극을 해야 한다고 했
다. 치료법으로 출혈법, Acupuncture, 거머리 사용법, 부항
요법을 소개하며 새로운 발포 치료법으로 침을 소개한다.

③ Acupunture 내용

논문 297페이지에서 Acupunture설명을 하는데 “출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종창(腫脹)이나 염증에는 별 효과가 없다. 
신경계 감염증상에는 효과가 신속하다. 켐퍼와 텐라인의 말이 
맞다.”41)고 하 다. 논문 310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자침법을 소개하는데 피부표면에서 수직으로 찌르고 자침
시간은 4~5분이라 했다, 문맥과 그의 서술대로라면 ‘針을 
찌르다(Stab)’ 고 ‘놓다(Put, clap)’라는 뉘앙스는 없었다.

 

그림 3. 논문 297페이지(왼쪽)와 310페이지(오른쪽)42)

“만약 찔러 血이 나오면 무효하므로 다시 다른 곳을 찔러야 

한다.”라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Acupunture를 다른 자락법과 
출혈법과 차이를 두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만성병
의 치료법으로 염증표출을 돕는 발포제의 기능과의 연관성
으로 침의 기능을 해석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발포제처럼 
여러 곳에 자극을 하는 것보다 바늘의 숫자가 적을수록 효
과가 있었다는 본인의 경험을 기록했다. 또한 발포제처럼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증을 없애는 신경
자극요법이라 추측하고 전침을 쓰면 효과가 더 많아 질 것
이라는 가설을 내 놓는다.

④ 針 치료의 예

그는 침 치료의 여러 사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24
세 신경성 거식증 여성 환자인데 환자 자신이 침을 찌르게 
되는데 효과적인 치료의 경우 다. 두 번째 관찰은 40세의 
농부로 한 달 간 계속된 발작성 기침이다. 호흡 질식에 효
과가 있을 거라는 가설과 질식 동물 실험을 통한 전기침 
자극실험가설을 내놓았다. 즉 전침으로 신경을 자극함으로
써 고통이 주는 자극이 감소되는 효과와 침의 효과가 더 
커진다고 생각했다. 세번째는 1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돌더
미에 떨어져 전혀 거동을 못하던 한 사람을 목덜미 뒤쪽에 
11군데를 찌르니 30분 만에 머리를 움직일 수 있었고 그 후 
수차례 침 치료의 결과 다 나았다고 하 다. 여기에 상복부
라든가 목 뒤의 언급은 있지만 穴자리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Berlioz는 직접 본인의 류머티즘 치료에 침의 효과를 
보았다. Berlioz의 생각은 182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는 침
구 임상실험들의 격동기의 한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⑤ 사용된 침(Needle)

Berlioz가 사용한 鍼은 바느질용 針이었고 바늘 귀 부위
에 밀납을 입혀 바늘이 몸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려 했으나 거식증 환자의 경우 Berlioz가 치료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짧은 바늘 귀에 밀납을 입히지 않고 사용하던 
중 왼쪽 옆구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Berlioz는 “걷

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따끔거리지만 별 지장은 없고 환자의 

병은 성공적으로 나았다”고 마무리 하 다.

40) Berlioz는 계절의 온도차이가 만성병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De Naturâ hominis의 Chapter.4를 인용하 다: “겨울에 심해
지면 여름이 다되어 낫고 반대로 여름에 심해지면 겨울이 되어 나을 수 있다.”(冬病夏治를 언급)

41) Berlioz LVJ. Mémoires des maladies chroniques, des évacuations sanguines et l'acupuncture Paris:C roullebois. 1816. p.298.
42) Berlioz LVJ. Mémoires des maladies chroniques, des évacuations sanguines et l'acupuncture Paris:C roullebois. 1816. pp.2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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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논문 303페이지

Berlioz에 이어 하임 드 투르(Haime de Tours43)는 1819년 
｢Journal Universel des Sciences Médicales｣에 Acupunture 
사용법과 의학적 연구로 신경성 딸꾹질에 대한 효과를 싣는
다. 언론들이 이 소식들을 전파하는데 1821년에 나온 Sciences 
Médicales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가 아는 침의 지식은 아주 미약하다. Berlioz는 지나치

게 옹호하는 면도 있었지만 이 치료법은 신경계문제와 연결시

켜 해법을 찾아볼 만하다.”

하지만 1821년 다시 비판적인 의견의 사전이 편찬되는
데 A. Dechambre(데샴브르)의 ｢사이언스 메디컬 백과사전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s Sciences Médicales)｣에
서 1800년 이후처럼 모든 병에 침을 임상실험 할 것이 아
니라 신경계와 전기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의한다. 즉 통증과 경련에 미치는 역할의 연구를 제안했
고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실험들이 이루어진다.44)

그의 임상결과가 주목을 끄는데는 성공적이었지만 부분
적, 단편적인 동아시아 의학에의 이해는 침을 뇌신경계의 
효과로 축소시키는 Needletherapie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상
황을 야기하 고, 더욱이 이러한 견해들은 동아시아 의학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설립된 가설들이었다.

그 이후 아편 전쟁(1840-1842)의 향으로 George Soulié 
de Morant(조르쥬 술리에 드 모랑, 1878-1955)이 나타나

기까지 동아시아의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중단된다.45)

3) 20세기 초 Georges Soulie de Morant의 중의학 

연구와 유럽전파

1930년대부터 프랑스 의사들의 침구치료가 본격화 되는
데 Paris 국립병원에서 침치료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유럽 
내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으로써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George Soulié de Morant(조르쥬 술리에 드 모랑)이다.

(1) 저자와 그의 활동

인문학자, 중국학자, 외교관이다. 중국에서 18년간 체류
한 프랑스 외교관( 사)으로 서구사회에 Acupuncture를 널
리 알린 주요 인물이다. 중의학의 침묵을 깨운자라 일컬어
진다. 어린 시절 중국인에게 중국어를 배웠는데 단순한 언
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 예절을 동시에 배우는 기회

다. 20대 이후 중국으로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된다. 1905
년 북경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되어 콜레라 전염병이 매우 
심하게 도는 동안 침 치료받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직접 목격하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시작한다. 중의학의 기
초 원리부터 의서까지 공부를 했으며 1929년에서 1955년 
임종 전까지 Acupunture에 관한 9가지 이상의 저서를 출판
했고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 및 유럽의 침구연구의 주요한 
참고 문헌들이 된다. 중의학회 설립의 시초가 되었으며 유럽
사회에서 중의학의 전파에 가장 힘쓴 인물 중 한 명이다. 운
남성(云南省) 부왕으로부터 중의학의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직위를 하사 받았다. 프랑스에서 병원과 공동 연구로 많은 제
자들을 양성했다. 1950년 정부는 노벨 물리학상의 프랑스 단
일 후보자로 추천한다. 또한 그의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덕분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과 중국 사이의 오해를 해
결하는 중간 교섭자 역할로 국대표로도 활약을 했다.46)

(2) 주요 저서와 내용
Précis de la vraie acupunture chinois(중국 침구학 개

43) Médecin à Tours.
｢NOTICE SUR L'ACUPUNCTURE ET OBSERVATIONS MEDICALES SUR SES EFFETS THERAPEUTIQUES.｣
Haime A. Montpellier.Annales Cliniques de la Société de Médecine Pratique. 1818;2S(3):pp.117-92.
Berlioz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Observation d'acupuncture sur un cas de hoquet rebelle et deux cas de rhumatismes réalisées avec Bretonneau.

44) A.Dechambre.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s Sciences Médicales Articles :Acupuncture par debout Text 1. 1864.
45) Ronald Guilloux. ｢Introduction, structuration ,integraton de l'acupuncture extreme-orientale dans la médecine française.｣ Acupunture et 

Moxibustion.:6(3):p.194-201.
46) Jeannine Jacquemin. ｢George soulie de Morant,sa vie,son oeuvre d'ecrivain et de sinologue｣. Société fançaise d'histoire de la médecin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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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957)가 그의 대표작으로 총 4권이며 1957년 한권으
로 편집되었고 1972년 재출판 되었다. 총 95가지의 그림이 

첨부되어 있고 전체 226페이지이다. 해설, 진단, 치료 순서
로 서술했다.

목차 내용 비고
유럽의 Acupunucture 배경

Acupunucture의 효과 기능적인 문제를 다룸.膽과 脾의 예를 들어 서양적 개념과 다르다고 서술함.
穴 혈과 장부와의 관계, 침놓는 깊이, 진단부위로서의 혈, 오수혈 등 TSIUE라고 표시
經 장부와 혈을 이어주는 개념으로 설명. 12經의 三바三陽. Meridiens이라는 말로 經을 해석. 心包經을 心과 sexuality와연관된 經으로 봄

氣의 순환 臟腑별 上下 순환순서 Tsri라고 표시
氣와 病, 虛와 實 內徑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 脈 진단을 통한 虛와 實, 대표적 허실 증상, 기의 허실과 혈의 허실 비교설명

脈 혈과 경락과의 관계를 진단하여 장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맥의 허와 실 구분이 제일 중요
補瀉 鍼의 補瀉보사와 灸의 補瀉보사를 비교설명
鍼 침의 종류, 금속의 종류, 깊이와 놓는 시간. 일본 침 소개, 자침 후 두 번째 시술은 2,3일후로 권장. 시침시 주의사항
灸 뜸의 효능설명, 일본과 중국의 뜸 소개. 陽부위와 上부를 먼저 바부위아 下부 순서로 뜬다고 서술

按摩(Massage) 1페이지로 간단히 설명. 혈자리를 직접 자극하거나 경락 순환방향으로 함.
病 동양과 서양의 病의 개념이 다름. 근본원인은 불균형. 기의 음양허실 서술

患者 성별, 나이, 직업의 구분
臟腑의 관계 오장육부의 음양과 母子관계 삼초를 호흡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이라 표현

人物 神, 魂, 魄, 意, 志
주요한 病 신경계,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운동기, 비뇨기 서양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증상들 위주로 설명, 주치혈 표시
필수 穴 上脘, 氣衝, 氣海, 谷泉, 大都, 太陵, 俠谿, 小海, 三間, 足三里,手三里, 三바校외 73개의 혈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했다. 중국발음을 알파벳으로 적고 그 의미와 위치, 효과를 설명한다.

그림 14개

표 1. Précis de la vraie acupunture chinois 목차와 내용

그림 5. Soulié de Morant G. Paris: Mercure de France; 
1934.47)

그는 파리에 돌아온 후 병원과 의대 교수들에게 중의학 
임상연구를 건의하지만 푸대접을 받았다. 그 후 폴 페롤
(Paul Ferreyroles)이라는 의사와 친분을 맺고 임상연구를 
시작했는데 해부학적 신경시스템과 경혈과의 관계를 연구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의학에 대한 열정과 
끝까지 그를 뒷받침해준 일부 의사들의 도움으로 20년 후 
침구의 효과와 동시에 그의 업적을 인정받는다. 그의 침구학 
저서들은 오늘날까지 서양의 현대 침구학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외 유럽과 미국까지 중의학을 알리는
데 공헌하 다. 경락을 “Meridian”이라 정의한 장본인이다.

47) 출처 : www.ger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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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의학으로 받아들이려했던 
동아시아 의학은 복합적인 조건들로 의료계와 비의료계의 
해석가들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침
구는 단순히 외과기술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본 역
사적 배경에서 침구가 초기 동인도회사에 파견되었던 인물
들의 대부분의 외과적 기술로의 서술로 외과 전문의들에게 
주로 제한되어 소개가 되어 진 점과 관련이 있다.

Berlioz를 포함한 18, 19세기이전의 이론과 임상연구에
서는 경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침구를 발포개념의 
자극처럼 혈자리와 무관한 Stimulustherapy로 제한시켰다. 
침은 출혈치료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락법, 사혈법과 완
전히 분리시켜 이해했다. 반면 모랑의 경우는 중국의 문화
적, 철학적 배경을 경험한 결과 그의 중의학 자체에 대한 
원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 기에 동아시아 의학문화를 성
공적으로 전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세 이후
부터 수집된 동아시아의학 지식은 18세기이후의 연구과정
에서 낳은 많은 부정확한 이해의 산물들이 지금까지 이어
지는 것이며 특히 동양의 철학적, 문화적 배경의 이해가 결
여된 상태에서 단순한 기술적인 전파는 많은 오해와 함께 
동아시아 의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하 으며 이것은 동
서의학의 차이가 단순한 과학적 관점의 유무이거나 기술적 
우위의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철학적 배경이 배제
된 결과 다 할 수 있다. 과학적인 한의학 기술의 전파를 
용이하게 할 해결책 또한 한의학의 문화적, 철학적 배경의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의학의 기원｣ 제 27장 “미래의 의학”에서 디디에 시카
르(Didier Scicard)48)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 스스로가 분류라는 체계를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그 

틀 안에 가두었고 이미 방향의 지표가 정해진 그 곳 외에는 항

해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의학이란 특히 더 격파당하기 쉽다. 

이제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야 할 때이다. 인간의 사고의 헛점만을 더 들추는 로봇 후손의 

동경은 그만 둘 때가 왔다.”

이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의료계는 이제 동아시아 

의학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경험적 이해과정
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동아시아 의학은 서양의학과 다른 
관점을 가진 의학이라 원론적 해석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프랑스에 한의학의 소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
사 속의 오해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방법은 한국의 고
유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장 한국
적인 한의학의 전달이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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