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사학회지 27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7, No. 2

- 1 -

접수▸2014년 10월 13일 수정▸2014년 11월 21일 채택▸2014년 11월 20일
본 논문은 2014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신저자▸ 엄동명,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Tel : 063-850-6941  Fax : 063-842-4328  E-mail : haksan@wku.ac.kr

韓國 醫史學 誌 硏究 動向

1,2송지청, 3,4엄동명
1 구한의 학교 한의과 학 원전의사학교실, 2 구한의 학교 제한동의학술원

3원광 학교 한의과 학 원전학교실, 4원광 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Trends of Studies on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in Korea
1,2Ji-Chung Song, 3,4Dong-Myung Eom

1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2Je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3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Most academic societies have their own journals. Those journals represent the trends of academic societies’ stud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ew articles in journals.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KSMH) h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J. of KSMH). We analyze articles in J. of KSMH and try to recognize the trends.

Methods : From Vol. 12 No. 2 in 1999 to Vol. 27 No. 1 in 2014 of the J. of KSMH, we retrieved article’s headings and analyzed those 

subjects.

Results : We got 342 research articles about ; book 97, person 44, theory 65 (medical theory 48, thought 8, origin of word and story 9), 

clinical research 42 (disease 19, method 16, treatment 7), system of medicine and medical treatment 22 (system of medicine 10, system of 

medical treatment 12), mutual and comparative study in medicine 18 (mutual study 14, comparative study 4), etc. 56 (materia medica and 

prescription 23, trends study and essay 18, traditional medicine informatics 10, community medicine 5).

Conclusions : J. of KSMH contained several subjects based on medical history ; book, person, theory, thought, origin of word and story, 

clinical research, mutual and comparative study in medicine, etc. However, the subjects were biased to books an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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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983년 9월 20일 大韓原典醫史學會가 創立된 이후 본격
적인 원전의사학 분야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99년 4월 
24일 회칙 개정을 통해 한원전의사학회는 한한의학원
전학회와 韓國醫史學會로 분리되었다. 이후 한국의사학회는 
‘醫史學의 연구를 통하여 韓醫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
적을 기치로 세워서 韓國醫學史, 中國醫學史, 各家學說 등 
醫史學 분야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년 2차례 韓國醫史學會

誌를 발간하고 있다.
본 論文은 한국의사학회지(이하 學會誌라 함) 1999년도 

12권 2호부터 2014년 27권 1호까지 수록된 論文을 상으
로 하여, 論題를 분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
국의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통해 한국의사학회의 연
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동원은 한국사를 조선이전, 조선전기, 조선후기로 나누
어 해당시기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소개하 는데, 본 연구에
서는 한국사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상을 韓國
醫史學會誌에 수록된 논문으로 국한하여 차이가 있다. 또
한 여인석 등은 醫學史에서 다루는 연구 상을 醫學理論, 
治愈者, 患者, 疾病, 의료와 사회 등 5개 분야로 구분하 으
나2),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醫書, 人物,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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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理論, 臨床硏究, 의학 및 의료제도, 의학교류 및 비교, 기
타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유사한 연구로는 차웅석의 ‘韓醫學史現代硏究槪
況’3)을 들 수 있는데, 韓國醫學史에 한 간략한 소개와 더
불어 1983년부터 발간된 한원전의사학회지와 더불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발간된 한국의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상으로 연구하 으며, 2003년까지 발간된 학회지
의 논문 전체를 상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 논문만을 상
으로 하고 있어서 논문이 발표될 당시의 전체적인 연구경
향을 반 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최신 醫史學 연구동향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학회 창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韓國醫史學會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
여 硏究動向을 파악하고, 의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로 하
여금 향후 韓國醫史學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논문 작성의 편의를 위해 각주는 참고문헌으로 신하 다.

Ⅱ. 本論

1. 醫書硏究

醫書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세분하여 醫書의 內容
에 한 연구, 醫書目錄에 한 연구, 醫書 복원에 한 연
구, 醫書간 비교 연구, 書誌學 연구, 醫書의 향 및 의의에 

한 연구, 引用書에 한 연구, 醫學雜誌에 한 연구 등
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醫書의 內容을 중점으로 연구한 논
문으로는 ‘許浚의 諺解救急方에 관한 硏究’4) 외 60편의 
논문이 있었다. 醫書目錄에 한 연구논문으로는 ‘我院館藏
朝韓版朝韓古醫籍調查’5) 논문 1편, 醫書 복원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高麗 醫書 御醫撮要의 복원’6) 외 1편의 논
문, 醫書간 비교 연구논문으로는 ‘醫林撮要와 東醫寶鑑
의 比較考察’7) 외 4편의 논문, 書誌學 연구에 한 논문은 
‘[宋板]傷寒論書誌’8) 외 9편의 논문, 醫書의 향 및 의
의에 한 연구논문으로는 ‘纂圖方論脈訣集成 편찬과 朝
鮮中期의 脈學의 成就’9) 외 7편의 논문, 引用書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东医宝鉴方剂引文与千金方原文的比较分析’10) 
외 6편의 논문, 醫學雜誌에 한 연구논문으로는 ‘일제시  
한의학술잡지 연구’11)외 2편의 논문이 있었다.

연구 상으로 삼은 의서는 經驗醫案, 古今圖書集成, 
救急方, 及幼方, 東洋醫學, 東洋醫學硏究會月會報, 
麻疹篇, 標幽賦, 脈訣闡微, 方藥合編, 本草精華, 備
預百要方, 三才圖會, 傷寒論, 傷寒論注解, 傷寒辨類, 
小兒藥證直訣, 食醫心鑑, 御藥院方, 御醫撮要, 諺
解救急方, 諺解胎産集要, 靈樞經, 千金方, 外臺秘要, 
醫心方, 醫門寶鑑, 周易參同契考異, 纂圖方論脈訣集
成, 靑囊訣, 增補萬病回春, 濟衆立效方, 治腫方, 鍼
灸集成, 韓國醫學史, 治腫指南, 鄕藥救急方, 黃帝內
經, 黃帝明堂經, 麻疹會通, 理㵸騈文, 目科一覽, 新
纂辟瘟方, 本草綱目, 護産廳日記, 惠局志에 해 각
각 1편의 연구논문이 있었으며, 救急簡易方, 小兒醫方, 
針灸經驗方, 食料餐要, 韓方醫學講習書에 해서는 각
각 2편의 논문, 鄕藥集成方, 醫學入門, 濟衆新編에 
해서는 각각 3편의 논문, 수세현서에 한 논문 4편, 醫
林撮要에 한 논문 7편, 東醫寶鑑에 한 논문이 11편, 
醫方類聚에 한 논문이 12편 있었다.

상서적을 시 별로 구분해보면 고려시 12) 의서를 
상으로 삼은 논문이 6편, 조선 전시 13)를 상으로 한 논
문이 2편, 조선전기14)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26편, 조
선후기15)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34편(임진왜란을 기
점으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나누었음.), 한제국시기16)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3편, 일본강점기17) 의서를 상
으로 한 논문이 6편, 해방이후18)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
이 2편 등이 있었는데 朝鮮後期의 서적이 제일 많았다. 중
국의서는 진한이전19)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2편, 당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20)이 1편, 송 21)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2편, 금원 22)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2편, 
명 23) 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4편, 청 24) 의서를 상
으로 한 논문이 5편 등이 있었는데, 상 적으로 중국의서를 

상으로 한 논문이 적었다.

2. 人物硏究

人物硏究 논문에 한 상 인물로 柯琴25), 康命吉26), 金
守溫27), 羅天益28), 唐宗海29), 李碩幹30), 馬培之31), 朴泰元32), 
梁誠之33), 吳又可34), 王冰35), 汪昻36), 虞摶37), 尹吉榮38), 劉
純39), 李東垣40), 李梴41), 李獻吉42), 李馨益43), 任彦國44), 錢
乙45), 丁若鏞46), 朱權47), 扁鵲48), 韓秉璉49), 黃子厚50), 白光
玹51) 등에 한 논문이 각각 1편, 張介賓52), 李奎晙53), 王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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雄54) 등에 한 논문이 2편, 徐大椿55)에 한 논문이 3편, 
許浚56)에 한 논문이 5편 있었고, 이외 기타 연구논문57)

이 3편 있었다. 
인물들을 시 별로 살펴보면 조선전기 인물로는 任彦國, 

金守溫, 黃子厚, 李碩幹 등을 상으로 하 고, 조선후기 인
물로는 梁誠之, 康命吉, 許浚, 丁若鏞, 李奎晙, 李馨益, 李獻
吉, 朴泰元, 李奎晙, 白光玹 등을 상으로 하 다. 일본강
점기 인물로는 韓秉璉을 상으로 하 고, 해방이후 인물로
는 尹吉榮을 상으로 하여, 朝鮮後期 인물들에 한 연구
가 가장 많았으며, 조선시  이전 의학인물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中國인물로는 秦漢代 扁鵲, 唐代 王冰, 宋
代 錢乙, 金元代 李東垣에 한 연구가 있었으며, 明代 인
물로는 朱權, 羅天益, 李梴, 張介賓, 虞摶, 劉純, 吳又可에 

한 연구가 있었고, 淸代 인물로는 徐大椿, 王士雄, 唐宗
海, 汪昻, 柯琴, 馬培之에 한 연구가 있어서, 明淸代 人物
들에 한 연구가 많았다.

3. 醫學理論 硏究

1) 醫論 연구

醫論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경혈침구에 한 연구, 
病理理論에 한 연구, 生理理論에 한 연구, 養生理論에 

한 연구, 서적이나 개인의 醫論에 한 연구, 醫哲學에 
한 연구, 診斷에 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경

혈침구에 한 연구논문으로는 ‘小谷 李在元의 舍岩鍼法 運
用에 關한 硏究’58) 외 3편의 논문이 있었고, 病理理論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消渴病 機轉에 관한 이론의 변천’59) 
외 15편의 논문이 있었다. 生理理論에 한 연구 논문으로
는 ‘靈樞･五色에 한 相學的 考察’60)외 12편의 논문이 
있었고, 養生理論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候氣法에 한 
연구’61) 1편이 있었다. 서적이나 개인의 醫論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王好古의 藥物 및 傷寒理論에 한 硏究’62) 외 
2편의 논문이 있었고, 醫哲學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東
醫寶鑑滋陰論의 醫易學的 해석’63) 외 6편의 논문이 있었
고, 診斷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明代의 婦人科 診斷學의 
發展에 관한 研究’64) 외 3편의 논문이 있었다. 의론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론을 연구 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 병리이론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2) 思想 硏究

思想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인식론에 한 연구, 
학술 양생 도가 유가사상에 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인식론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韓醫學的 人間觀’65) 
외 2편의 논문이 있었고, 학술사상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韓醫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
的 傾向’66)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양생사상에 한 연구 논
문으로는 ‘新刊京本活人心法을 통해 본 朱權의 양생사상’67) 
1편의 논문이 있었고, 도가사상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東
醫寶鑑 身形門의 도가사상에 한 고찰’68)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유가사상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東醫寶鑑 성
립의 儒學的 배경’69) 1편의 논문이 있었다.

3) 語源･由來･說話에 대한 硏究

語源･由來･說話에 한 硏究는 語源에 한 연구논문으
로는 ‘고추(番椒, 苦椒)의 語源연구’70) 외 3편의 논문이 있
었고, 由來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醫者意也”의 起源에 
관한 考察’71) 외 2편의 논문이 있었고, 說話에 한 연구논
문으로는 ‘의약관련 설화의 유형과 사례 분석’72) 외 1편의 
논문이 있었다.

4. 臨床 硏究

1) 疾病 硏究

疾病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朝鮮時代 帝王의 疾患
에 한 연구, 婦人疾患에 한 연구, 내과질환에 한 연
구, 외감성질환에 한 연구, 정신과질환에 한 연구, 노인
질환에 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朝鮮時代 帝王
의 疾患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帝王들의 疾病과 死因研究’73)외 11편의 논문이 있
었고, 婦人疾患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不姙과 생활습관
의 상관성에 한 연구’74) 외 1편의 논문이 있었다. 내과질
환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明代醫家들의 頭痛에 한 인
식변화에 관한 연구’75) 1편의 논문이 있었고, 외감성질환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伏氣病에 한 연구’76)외 1편의 논
문이 있었다. 정신과질환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醫方類
聚･癲癇門을 통해 본 한의학에서 癎疾의 역사’77) 1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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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있었고, 노인질환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조선시  
주요의서들을 통해 살펴본 노인 건강과 식치’78) 1편의 논문
이 있었다.

2) 治法硏究

治法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약물의 복용법에 관한 
연구, 외과적 수술에 한 연구, 외치법에 한 연구, 추나
요법에 한 연구, 治則에 한 연구, 針灸法에 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약물의 복용법에 관한 연구 논문
으로는 ‘萬病回春 醫案속에 보이는 朝夕補法에 관한 연
구’79) 외 1편의 논문이 있었고, 食治에 한 연구 논문으로
는 ‘麗末鮮初의 食治醫學과 食醫心鑑’80) 1편의 논문이 있
었다. 외과적 수술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한국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봉합수술에 관한 소고’81) 1편의 논문이 있었
고, 외치법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串雅外編의 外治療
法에 관한 연구’82)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추나요법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한국 전통추나의학에 한 의사학적 고
찰’83) 외 1편의 논문이 있었고, 針灸法에 한 연구 논문으
로는 ‘黃帝內經의 刺絡法에 한 硏究’84) 외 8편의 논문이 
있었다.

3) 醫案硏究

醫案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書籍에 기재된 醫案硏
究와 醫案 임상응용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書籍에 기
재된 醫案 硏究에 해당하는 ‘衛生寶鑑의 醫案 연구’85) 외 
2편의 논문이 있었고, 醫案 임상응용 硏究에 해당하는 논문
으로는 ‘湯火傷 醫案 연구’86) 외 3편의 논문이 있었다.

5. 醫學 및 醫療制度 硏究

1) 醫學 硏究

醫學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발해의학에 한 연구, 
小兒科學에 한 연구, 婦人科學에 한 연구, 형상의학에 

한 연구, 외과학에 한 연구, 印度醫學에 한 연구, 素
問學會에 한 연구, 四象醫學에 한 연구, 蒙古醫學에 
한 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발해의학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渤海醫學에 한 연구’87) 1편의 논문이 있었고, 

小兒科學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醫方類聚에 인용된 保
童秘要와 朝鮮前期 小兒醫學’88) 외 1편의 논문이 있었다. 
婦人科學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婦人科疾患의 外治寮法
에 관한 연구(2)’89) 1편의 논문이 있었고, 형상의학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形象醫學의 정의와 특징에 한 고찰’90)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외과학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傳
統 傷科學에 한 소고’91) 1편의 논문이 있었고, 印度醫學
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아유르베다의 정의와 인도전통의
학과의 관계에 한 고찰’92) 1편의 논문이 있었다. 素問學
會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과거의 의서에서부터 당 의 
실천까지 : 소문 요, 소문학회, 그리고 동아시아 의학전
통의 전승을 바라보는 의료인류학적 시선’93) 1편의 논문이 
있었고, 四象醫學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사상의학의 임상 
응용과 저변 확  - 원지상의 동의사상신편을 중심으로 -’94) 
1편의 논문이 있었다. 蒙古醫學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몽의학의 학파와 특징’95) 1편의 논문이 있었다.

2) 醫療制度 연구

의료제도 관련 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의료제도에 
한 연구, 의료정책에 한 연구, 의학교육에 한 硏究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의료제도에 한 연구 논문으로
는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한 고찰’96) 외 8편의 
논문이 있었고, 의료정책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正祖代
의 의료정책과 濟衆新編의 간행’97)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의학교육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근  한국한의학의 발전 
및 교육과정 고찰’98)외 1편의 논문이 있었다.

6. 醫學交流 및 比較 硏究

1) 醫學交流

醫學交流 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韓中交流에 한 
연구, 韓中日交流에 한 연구, 韓日交流에 한 연구, 東西
醫 교류에 한 연구, 국제교류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
다. 韓中交流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十七世紀中國與朝鮮
醫學交流史實見證’99)외 6편의 논문이 있었고, 韓中日交流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中韩日朝传统医学交流中的丰硕成果’100) 
1편의 논문이 있었다. 韓日交流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桑
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101) 외 1편의 논문이 있었고, 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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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醫 교류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프랑스와 동아시아의학
과의 만남’102) 외 2편 논문이 있었고, 국제교류에 한 연
구 논문으로는 ‘전통 약물의 국제 교류에 관한 小考’103)이 
있었다.

2) 比較 硏究

比較 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東西醫 比較 연구와 
韓中 比較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東西醫 比較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으로는 ‘肝의 東西醫學的 比較硏究’104) 외 1
편의 논문이 있었고, 韓中 比較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는 ‘韓･中 兩國의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醫員의 社會的 地
位’105) 외 1편의 논문이 있었다.

7. 기타

기타 硏究는 방제 및 본초 연구, 연구동향 및 시론 연구, 
한의정보관련 연구, 지역의료 연구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보았다.

1) 方劑 및 本草 硏究

方劑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鄕藥관련 연구와 處
方 자체에 한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鄕藥관련 연구 
논문으로는 ‘鄉藥集成方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106) 
외 2편의 논문이 있었고, 處方 자체에 한 연구 논문으로
는 ‘踈肝飲으로 살펴보는 조선의학에 한 一考’107) 외 8편
의 논문이 있었다.

本草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본초이론에 한 연
구와 藥物에 한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본초이론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歷代 傳統藥理學說의 變遷’108) 외 2
편의 논문이 있었고, 약물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불교의
학의 약물과 千金要方에서의 사용례’109) 외 7편의 논문이 
있었다.

2) 硏究動向 및 時論

연구동향을 분석한 硏究는 다시 의사학 관련 연구동향, 
보안 체의학 관련 연구동향, 임상관련 연구동향, 동의보감 
관련 연구동향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의사학 관련 연

구동향 논문으로는 ‘2002年度 中華醫史雜志 收錄論文 分
析’110) 외 4편의 논문이 있었고, 보안 체의학 관련 연구동
향 논문으로는 ‘통합의학의 정의 고찰 및 국내 관련 연구 
분석’111) 외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임상관련 연구동향 논문
으로는 ‘한국 침법에 한 인식도 및 연구방향에 관한 설문 
조사’112)외 2편의 논문이 있었고, 동의보감 관련 연구동향 
논문으로는 ‘국내 한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동의보감 연구 
현황 조사’113) 1편의 논문이 있었다.

時論에 해당하는 논문으로는 ‘國際東亞細亞傳統醫學史學
術大會의 시작을 열면서’114) 외 6편의 논문이 있었다.

3) 韓醫情報관련 硏究

韓醫情報관련 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시 DB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분류에 한 연구, 온톨로지에 한 연
구, 기타 연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DB구축 및 활용
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는 ‘한의학고전문헌 DB구축과 신출
자 처리’115) 외 3편의 논문이 있었고, 분류에 한 연구 논
문으로는 ‘한의학 고문헌의 주제 분류와 자료적 특성’116) 1
편의 논문이 있었다. 온톨로지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온
톨로지를 이용한 마음의 병 진단 보조 시스템 설계’117) 1편의 
논문이 있었고, 기타 연구로는 ‘한의학 학술지 참고문헌 기
술규정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118) 외 3편의 논문이 있었다.

4) 지역의료 硏究

지역의료 硏究에 해당하는 논문은 한국의 경우 산청, 제
천 지역의 지역의료에 한 연구가 있었고, 중국의 경우 新
安, 上海 지역의 지역의료에 한 연구 등이 있었다. 산청 
지역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산청지역의 전통의학 문
헌’119) 1편의 논문이 있었고, 제천 지역에 한 연구 논문
으로는 ‘제천의 의학인물과 한의학전통’120) 1편의 논문이 
있었다. 新安 지역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明･淸時代의 
新安(徽州)醫學-儒･商･醫 三位一體의 文化構造’121) 1편의 
논문이 있었고, 上海 지역에 한 연구 논문으로는 ‘上海韩
人社会与医学, 健康’122) 1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기타 연구
로 ‘中医發生的地域及其融合’123) 1편의 논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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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考察 및 結論

본문을 통해 1999년부터 한국의사학회에서 발간한 韓國
醫史學會誌 12권 2호로부터 최근의 27권 1호에 수록된 논
문은 총 344편으로 이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醫書 硏究 논문은 97편, 人物 硏究 논문은 44편, 醫學理論 
硏究 논문은 65편(醫論 연구 48편, 思想 연구 8편, 語源･由
來･說話 연구 9편), 臨床硏究 논문은 42편(疾病 연구 19편, 
治法 연구 16편, 醫案 연구 7편), 醫學 및 醫療制度 硏究 
논문은 22편(醫學 연구 10편, 醫學制度 연구 12편), 醫學
交流 및 比較 硏究 논문은 18편(교류 연구 14편, 비교 연
구 4편), 기타 硏究 논문은 56편(방제 및 본초 연구 23편, 
연구동향 및 시론 연구 18편, 한의정보 연구 10편, 지역의
료 연구 5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大韓原典醫史學會에서 한국의사학회로 독립한 이후 발간
한 한국의사학회지를 상으로 12권 2호부터 27권 1호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韓國醫史學會誌 硏究 논문은 

체로 醫書 연구와 人物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醫書 연구는 朝鮮後期에 출간된 書籍이 많았으
며, 人物 연구는 한국의 경우 朝鮮後期, 중국의 경우 明淸
代 人物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醫書 연구와 人物 연구에 
치중되는 경향은 東洋醫學史 연구의 특성상 古典醫書와 人
物, 특히 治愈者와 患者 뿐만 아니라 醫書의 著者까지도 연
구 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서적이나 인물 연구 외에, 臨床 연
구에 해서도 많은 성과를 발표하 다. 그러나 疾患에 
한 연구는 주로 帝王의 疾患 연구에 치중되어, 연구의 편향
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臨床硏究 중 醫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124)되었지만, 필요성을 강조
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해당 분야에 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醫學交流 및 比較에 한 연구 또한 전반적인 연구 편수
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가간 의학교류나 東西洋 및 韓中 
醫學比較 연구는 우리나라 의학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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