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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럴드 슈클라 박사님은 터프츠 치과대학과 하버드 치과대학 교수로 50년간 

재직하면서 335편의 논문과 4권의 치과학 교과서, 3권의 치과역사학 책을 

저술하였으며, 특히 구강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슈클라 박사님은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하였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애서가로도 유명한데, 전공인 의학 서적은 물론, 음악과 미술 관련 서적들을 

평생 꾸준히 수집하였습니다. 2015년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한 슈클라 박사님의 

장서는 부인인 오세경 박사님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오세경 박사님은 1965년 본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보스턴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본교 약학대학에 오세경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후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오세경 박사님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인의 장서를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의학 고서 329책을 기증하였고, 2016년에는 예술 분야의 도서 407책을 

기증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1,078책의 장서를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럴드 슈클라 박사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6년 

슈클라 문고를 설치하였고, 기증자의 모교인 약학대학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7년 

슈클라・오세경 문고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중앙도서관에 기증된 슈클라・오세경 문고 1차분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서양 의학 분야의 고서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도서관에서는 기증받은 책을 

따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사 전공자이신 본교 서양사학과의 이두갑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정세권 교수님, 본교 과학사・과학철학 협동과정의 박지영 

선생님께 기증받은 책들을 소개하는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고, 본교 화학부의 임종태 

교수님께 원고 감수를 부탁하였습니다. 네 분 연구자 도움으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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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슈클라・오세경 문고는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과 

단행본자료실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슈클라 박사님은 물론 

고인의 장서를 기꺼이 서울대학교에 기증해 주신 오세경 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럴드 슈클라 박사님이 남긴 손때 묻은 고서를 통하여 서양의 의학과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고, 고인의 책에 대한 사랑도 함께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서이종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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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럴드 슈클라 박사

제럴드 슈클라 박사

제럴드 슈클라Gerald Shklar, 1924-2015 박사는 1924년 1월 21일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치의학 박사학위Doctor of Dental Surgery를 받은 후 1951년 보스턴으로 이주하여 터프츠 

의과대학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에서 구강병리학oral pathology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1961년부터 1971년까지 구강병리학 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1971년 7월 그는 하버드 치과대학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의 찰스 브래켓 구강병리학 

석좌교수Charles A. Brackett Professor of Oral Pathology로 임용되어 2000년 퇴임하였다. 

슈클라 박사는 구강암oral cancer을 비롯한 구강 질병의 진단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자 관련 분야에 중요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해온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구강 질병이 인체의 다른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2003년 미국치의학사협회Americ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는 “슈클라 

박사가 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커다란 공로를 인정하여” 학회의 가장 권위 있는 

헤이든-해리스 상Hayden-Harris Award을 슈클라 박사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그는 2015년 

1월 미국 치의학회American College of Dentists로부터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학회의 총무인 제니스 콘래드Janice Conrad 박사는 슈클라 박사가 

치과 학계를 발전시킨 저명한 학자 중의 한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슈클라 박사는 1997년 오세경 박사Se-Kyung Sue Oh와 결혼하였다. 음악과 인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슈클라 박사를 기리는 차원에서 그의 부인인 오세경 박사는 제럴드 

슈클라 상Gerald Shklar Award을 제정하였다. 이 상은 음악과 예술, 문학과 봉사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인문학적 분야에 큰 조예와 관심을 가진 치과 대학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제럴드 슈클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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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클라・오세경 문고에 대하여

이두갑(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슈클라・오세경 문고는 의학에 관련된 중요한 고문헌뿐만이 아니라 과학 일반, 그리고 

나아가 유럽 지성사 일반에 대한 중요한 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의 저서들은 무엇보다 의사로서 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윤리적 함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슈클라 박사의 학문적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슈클라・오세경 문고가 포함하고 있는 유럽 지성사의 주요 저서들은 

인문학과 문학, 예술 등을 중시했던 슈클라 박사의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본 해제에서는 그의 도서들을 의학 전반에 걸친 분야의 고서들, 그의 전공 분야였던 

치의학 관련 분야의 저서들, 그리고 자연사와 생물학, 물리학 등을 포함하는 과학 

일반에 관련된 분야의 저서들과 유럽을 포함한 지성사 일반에 관련된 저서들로 

분류한 뒤 슈클라・오세경 문고의 학술적 가치를 간략히 논의해 보겠다.

1. 의학 관련 고서

슈클라・오세경 문고의 고서들 중에서도 그 시기가 가장 오랜 것들은 의학과 관련한 

문헌들이다. 이들은 크게 고대 의학에 관한 문헌들, 르네상스 시기 해부학의 발전과 

비술(祕術)에 관련된 치료법에 대한 문헌들, 17-18세기 의학 및 약학의 근대화와 

외과술, 생리학, 실험의학의 발전에 대한 책들로 분류될 수 있다.

(1) 고대 의학의 고전들

우선 슈클라・오세경 문고의 서적 중 가장 오래된 책 중의 하나인 1567년 

라틴어판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들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Hippocratis 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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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orum omnium facilè principis opera quæ extant omnia이라는 제목의 이 저서는 의사이자 인문학자인 

야누스 코르나리우스Janus Cornarius, 1500-1558가 라틴어로 번역한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이다. 이 책에는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총 70편의 논문이 실려 

있으며, 인간의 본성, 출산, 그리고 골절, 궤양, 치질을 비롯한 여러 외과적 질병들 및 

인체의 구조, 그리고 수의학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미국의 화학자가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글을 발췌 번역하여, 

1846년에 출판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저술들』The writings of Hippocrates and Galen이 

있다. 이러한 저서들을 통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질병에 대한 이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중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중요한 고대 의학 저서로는 9-10세기에 활동한 페르시아 의사이자 

연금술사, 철학자인 알 라지Abū Bakr Muhammad ibn Zakariyyā Al-Rāzī, 854-925/935의 『수두와 

홍역에 관한 논고』A treatise on the small-pox and measles를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라지는 

자신의 진료 경험에 입각하여 갈레노스로 대표되는 의학 전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며, 고전의 권위를 충실히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경험과 관찰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 르네상스 시기 의학 

르네상스 시기와 관련해 슈클라・오세경 문고는 우선 해부학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저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대 갈레노스의 사변적 해부학을 넘어서 

실제 인체 해부를 강조한 르네상스 시기 해부학자들의 주요 연구와 저서들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당시 해부학의 혁신을 주도했던 안드레아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

1564의 1543년 저서인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 libri septem는 새로운 

해부학의 대표적인 저서로 의학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당시 해부학의 부흥지로 명성이 높았던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Università di Padova 

교수 히에로니무스 파브리치우스Hieronymus Fabricius ab Acquapendente, 1533-1619가 쓴 외과학 

교과서의 프랑스어 번역본 『외과학 전집』Oeuvres chirurgicales,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이자 

외과의사인 줄리오 카세리Giulio Casseri, 1552-1616가 그린 해부학 도판을 모은 책, 그리고 

그의 제자인 바르톨로메오 유스타키오Bartholomeo Eustachio, 1500/1510-1574의 연구 및 해부학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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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집 등은 당시 인체해부에 입각한 신체 연구의 발전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책들이다.

그 이외에도 마술, 신비주의가 큰 영향력을 떨쳤던 르네상스 시기의 의학, 비술, 

천문학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고서인 하인리히 아그리파Heinrich Cornelius 

Agrippa von Nettesheim, 1486-1535의 『저술들』도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그의 『비술 철학에 관한 책』De occulta philosophia 네 번째 편, 그리고 마술과 비학 祕學, 

occult sciences에 관련되어 고대, 르네상스 시대의 마술사, 천문학자 등이 쓴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3)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17세기 기계적 철학과 수학적 방법의 도래로 촉발된 근대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의학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는 의학에서의 실험적 

방법의 도입, 외과의 전문화와 생리학의 발전, 그리고 정량적 방법의 도입을 통한 

의학의 과학화에 관련된 주요 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양이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몇몇 주요 인물이나 저작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우선 무엇보다 17세기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여 혈액의 순환을 발견한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의 저서를 들 

수 있겠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기 사이에 실험적이고 정략적인 방법을 도입했던 여러 의학 

교수들은 이탈리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는데, 슈클라・오세경 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의학기준』Ars De Statica Medicina이라는 책이 그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베니치아에서 활동했던 의학자이자 교수였던 산토리오 산토리오Santorio Santorio, 1561-

1636는 당시 새로운 의학의 중심지였던 파도바 대학교의 의학교수로서 활동했다. 

의학사에서 그는 정성적이었던 체액설humoral theory에 중심을 둔 갈레노스주의 

의학Galenic Medicine을 탈피하고, 의학에 보다 정량적 접근법을 도입한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기계론적 철학mechanical philosophy을 의학에 적용하여 생명체를 하나의 

시계 장치로 보았으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와 그 변화,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실험적이고 

기계론적인 의학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저서로는 이탈리아 의학자이자 과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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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르지오 바글리비Giorgio Baglivi, 1668-1707의 『의학 실행과 해부학에 관한 저술들』Opera 

omnia medico-practica et anatomica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접근과 실제 

관찰에 바탕한 의학 실행의 중요성을 설파한 책이라 할 수 있다.

17-18세기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교Université de Montpellier는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교를 이어 의학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다. 『라자르 리비에르의 의학 고찰: 

지난 4세기의 동안의 놀라운 치료법들』Les observations de médecine de Lazare Riviere: qui contiennent 

quatre centuries de guerisons tres-remarquables은 프랑스의 의사인 라자르 리비에르Lazare Rivière, 1589-

1655의 저서로, 인체 해부에 바탕한 지식으로 외과 수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해부학적 지식과 외과 수술 경험에 

입각하여 신체 기관을 세밀히 묘사하고 심장병 등 여러 질병과 종양에 대한 수술 

치료법을 논의했다. 또한 몽펠리에와 파리에서 의학교수를 지낸 의학자인 진 

아트뤼Jean Astruc, 1684-1766의 『종양과 궤양의 치료』Traité des tumeurs et des ulcères 역시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여 체계화, 과학화되는 의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저서이다. 1729년 

프랑스 왕의 주치의가 된 아트뤼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강의, 효율적인 교수법으로 

유명했으며, 학생들은 그의 강의의 필사본을 만들어 서로 돌려보거나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서관들에 그의 의학 강의 필사본들이 

남아있다.

네덜란드 역시 당시 기계적 철학과 실험적 의학의 발전을 주도한 지역으로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의학자이자 화학자인 헤르만 보어하브Herman Boerhaave, 1668-1738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의 의학서, 『질병에 관한 지식과 치료를 

위한 보어하브의 격언』Aphorismes de Monsieur Herman Boerhaave sur la connoissance et la cure des maladies은 

원래 보어하브가 라틴어로 쓴 원서를 쥘리앵 라메트리Julien Offray de La Mettrie, 1709-1751가 

프랑스어로 옮겨 1745년 파리에서 간행한 것이다. 보어하브는 17-18세기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인 라이덴 대학교Universiteit Leiden에서 의학 강사로 임용되어 정량적, 

기계론적 방식으로 의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의 제자로 후일 의학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알브레히트 폰 할러Albrecht von Haller, 1708-1777의 책 7권 또한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포함되어 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는 영국에서의 외과의 과학화와 그에 따라 외과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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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술된 여러 저서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18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외과의사 존 헌터John Hunter, 1728-1793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외과학에 실험이라는 연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외과학을 과학적인 

전문 분과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있는 

『존 헌터 전집』The works of John Hunter은 당시 유럽 의학계에서 진행된 인체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대한 생리학적 탐구, 인체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책이다. 그 이외에도 새로운 

해부학의 본거지였던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의 해부학 교수가 편집한 

것으로, 영국인 해부학자 존 굿서John Goodsir, 1814-1867의 몇몇 저술들을 모아놓은 유고집 

또한 이러한 실험적이고 해부학적인 의학의 과학화를 엿볼 수 있는 저서이다.

17-18세기 비약적으로 발전한 실험적, 해부학적 의학, 특히 외과와 수술의 

발전을 정식화한 교과서들 또한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여럿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프랑스 외과의사 앙리 프랑스와 르 드랑Henry-François Le Dran, 1686-1770이 쓴 외과학 

교과서, 18세기 영국 외과의사 퍼시발 포트Percivall Pott, 1714-1788가 쓴 『퍼시발 포트의 

외과 연구』The chirurgical works of Percivall Pott, 독일 의학자 미쉘 에트뮐러Michael Ettmüller, 1644-

1683의 외과에 관한 저술,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외과학』Nouvelle chirurgie, medicale et 

raisonnee, 그리고 독일 해부학자이자 외과의사인 로렌츠 하이스터Lorenz Heister, 1683-1758가 

쓴 외과학 교과서 『외과학 연구』Institvtiones chirvrgicae의 독일어 초판 등은 새로운 의학의 

전파에 큰 기여를 한 책들이다.

(4) 19세기 의학 저술들

이 시기에는 의학의 여러 분야들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병리학의 발달이었다. 근대 이전 질병의 원인과 기전에 관한 

서양인들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갈레노스의 4체액설이었다. 4체액설은 네 종류의 

체액 중 어느 하나가 증가하여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병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런 병인론에 근거하여 질병이 생길 경우 과다한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체액 

간 균형을 회복하려는 사혈瀉血,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내는 의술 요법이 발달했고, 사혈은 

근대에 와서도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치료법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15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대하여

시기 해부학의 성취를 발판으로, 일군의 의사들이 과거의 의학적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질병이 체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의 장기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사체를 부검하여 장기의 

변형과 환자의 생전 증상을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체액의 불균형이라는 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어느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였다. 이런 질병관을 가진 의학자들에게는 질병이 발생하는 장소를 찾는 일이 

중요했는데, 그들 중 대표적인 성과를 거둔 인물로 자비에르 비샤Marie François Xavier 

Bichat, 1771-1802,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1821-1902, 장 마르탱 샤르코Jean-Martin Charcot, 

1825-1893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병리학자 비샤는 파리시립병원L'Hôtel-Dieu de Paris에서 사망한 많은 

환자들을 부검하여, 질병이 생기는 장소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소장된 『병리해부학: 자비에르 비샤의 마지막 강의』Pathological anatomy: the last course of 

Xavier Bichat는 조직의 병적 변화에 관한 그의 연구를 집약한 책이다. 비샤의 뒤를 이어 

19세기에 발달한 현미경을 병리학에 도입해서 미시적인 수준에서 질병의 위치를 

탐구한 인물이 독일 의학자 피르호이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있는 그의 대표작 

『과학적 의학에 관한 논문집』Gesammelte Abhandlungen zur wissenschaftlichen Medicin과 『병리학 

강의』Die Cellularpathologie in ihrer Begründung auf physiologische und pathologische Gewebelehre는 세포가 질병의 

장소이자 생명현상의 기초 단위라고 주장하며,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생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을 의학자들에게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신체가 아닌 정신의 이상으로 간주되어 온 신경정신 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도 

진척되었는데, 이 분야의 선구적 업적으로 프랑스 정신과 의사 샤르코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신경에 일어나는 해부학적 

변화와 관련된다고 규명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소장된 『노인의 질병에 관한 

임상 강의』Clinical lectures on the diseases of old age는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샤르코의 

시각을 드러낸 저술이다.

(5) 약학과 의학, 그리고 의사와 환자/대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저술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는 대중에게 약제의 사용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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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약제학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의사였던 니콜라스 

컬페퍼Nicholas Culpeper, 1616-1654가 저술한 『약전(藥典): 런던 약전 주해서』A physical directory; 

or, A translation of the London dispensatory, 그리고 영국의 의사이자 목사, 그리고 지식인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토머스 풀러Thomas Fuller, 1654-1734가 쓴 『약제와 처방전 모음』Pharmacopoeia 

extemporanes, or, a body of medicine이 그것이다. 이들 책들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은 

이 책이 자신들이 비밀스럽게 지니고 있는 비전의 묘약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며 

크게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의학자이자 약제사였던 컬페퍼와 풀러는 “대중의 

약초사”herbalist of people라 불릴 정도로 대중들에게 의학적 치료법, 특히 식물에 기반한 

약제를 보급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가난한 대중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한 약제 

관련 책들을 저술하고, 야외로 나가 수백 종에 이르는 약초들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전통과 관습에 기대온 기존의 약 처방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근대 제약의 

기초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약초 및 약물 사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슈클라 박사가 의학자의 도덕적 의무와 의학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책으로는 의사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 1849-1919의 

강연문을 모은 책 『평온한 마음』Aequanimitas을 들 수 있다. 오슬러는 내과학 의사로서뿐 

아니라 미국의 의학교육을 개혁하고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슬러가 쓴 『평온한 마음』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의사 및 여타 의료행위자들의 품행과 윤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원고들을 묶어 

놓은 책으로, 슈클라 박사의 인도주의적 관심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6) 의학사 저술들

슈클라 박사는 의학사에 관한 저작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슈클라・오세경 

문고에는 의학사의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저작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영국 의사인 존 프레인드John Freind, 1675-1728가 쓴 『의학의 역사』The history of 

physick로 제1권은 고대부터부터 로마의 갈레노스 시대까지를 다루고, 제2권은 그 이후 

16세기까지를 다룬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소장된 책은 1727년에 간행된 제2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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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이다. 이 책의 특징은 갈레노스 이후의 의학, 특히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 의학 

시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중세 및 르네상스 의학사 서술의 선구적 연구라 평가되고 

있다. 그 외 프랑스에서 발행된 『의학 과학의 역사』Histoire des sciences médicales 또한 초기 

의학사의 중요한 저작이다.

2. 치의학 관련 저서

슈클라・오세경 문고에는 슈클라 박사의 전공과 직접 관련되는 치과 관련 서적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인간의 치아, 잇몸, 치조의 구조와 기능, 관련된 질병이 과거에 

어떻게 이해되었고 또 그에 대해 어떻게 치료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서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초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외과 의사였던 토머스 

벨Thomas Bell, 1792-1800의 『치아의 해부학, 생리학, 및 질병들』The Anatomy, Physiology, and Diseases 

of the Teeth은 치아의 구조와 기능, 작용, 치아와 관련된 질병들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책은 먼저 치아의 숫자와 배열, 저작 작용mastication 및 

치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뒤이어 이 책은 

치아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 예들 들어 충치, 치골의 종양, 치석, 잇몸질환, 치아의 

신경질환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은 여럿 보이는데, 영국의 치과의사 

토머스 버드모어Thomas Berdmore, 1740-1785나 조지프 폭스Joseph Fox, 1776-1816가 쓴 『치아와 

잇몸의 질병과 기능에 대한 논고』A Treatise on the Disorders and Deformities of the Teeth and Gums나 

『치아, 잇몸, 치조 돌기의 역사와 치료』The History and Treatment of the Diseases of the Teeth, Gums, and 

the Alveolar Processes 역시 그러하다.

치과 관련된 서적들은 대부분 구강구조 및 치아의 해부학적인 성격을 먼저 

자세하게 논의한 후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부학에 정통했던 영국의 외과 의사 존 헌터John Hunter, 1728-1793의 『인체 치아의 

자연사: 그 구조와 이용, 형성과 성장 그리고 질병』The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 Explaining 

Their Structure, Use, Formation, Growth, and Diseases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 책에 실린 원고들은 

헌터가 해부학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책의 초반부는 치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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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구조의 해부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한다. 치아가 위치한 상악과 하악의 

구조부터 치조의 형성, 턱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운동하는지, 주변 근육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으며, 치아의 구조와 배열, 숫자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이 

책은 16장의 도판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턱의 구조와 모양, 얼굴의 구조와 치아 

배열, 잇몸을 제거하고 관찰할 때 치아의 모습 등 시각적인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도판과 그림을 이용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다른 책들에서 발견되는데, 일례로 영국의 

치과의사 존 톰즈John Tomes, 1815-1895의 『구강생리학과 구강외과학에 대한 강연』A Course 

of Lectures on Dental Physiology and Surgery에는 총 135개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치과의사이자 세균학자였던 케네스 고드비Kenneth Goadby, 1873-?의 『잇몸 및 

구강점막 질환』Diseases of the Gums and Oral Mucous Membrane에는 106개의 흑백 그림이 수록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를 웨들Carl Wedl, 1815-1891의 『치아의 병리학』The Pathology 

of the Teeth에는 105개의 그림이 실려 있다. 

3.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슈클라 박사는 의학자로서 생명현상 일반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었으며, 이를 

보여주듯이 슈클라・오세경 문고의 많은 저서들은 자연사, 생물학 분야의 저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18세기 자연사를 발전시키고, 생명현상과 자연세계에 대한 

당대의 이해에 크게 기여한 18세기 프랑스의 자연사학자 조르주-루이 르클레르게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1788의 32권짜리 『뷔퐁 전집』Oeuvres complètes 

de Buffon이 그 대표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뷔퐁 전집』은 자연사뿐만 

아니라 확률과 수학, 우주의 기원과 지구의 생성, 광학과 물리학, 그리고 생리학과 

임학forestry에 대한 뷔퐁의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 전집은 단순히 

자연사학자로서의 뷔퐁의 업적뿐 아니라, 18세기 자연 세계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8-19세기 자연에 대한 학자들과 대중들의 낭만주의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의 『코스모스: 우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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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기술』Cosmos: a sketch of a physical description of the universe 또한 매우 의미있는 저서라 할 수 

있다. 1845-1862년 사이에 유럽의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의 자연사학자이자 

탐험가였던 훔볼트가 출판한 총 4권의 전집 『코스모스』는 그의 많은 저서들이 

그러했듯이 학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숭고미를 뛰어나게 묘사한 문학적 

아름다음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많았다. 훔볼트는 자연이 조화로운 질서의 공간일 뿐 

아니라 아름답고 숭고미가 넘치는 곳이라는 신념하에 이 전집을 크게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 두 파트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코스모스』는 자연과 세계, 그리고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성장해 온,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이 모두가 하나의 

근본적인 힘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지질학적, 지리적 정보를 기록하고, 동식물의 분포 및 기후와 같은 생태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구상의 지리적 환경과 생태계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훔볼트가 

지적했듯이 자연과 세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일종의 사진집과 같은 책으로 후대 

자연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훔볼트의 저작들을 읽고 자연에 대한 탐구와 낭만주의적 모험에 매료된 19세기 

대표적인 생물학자는 바로 영국의 자연사학자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 1809-1882이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에는 다윈이 남긴 저서의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다. 1842년 출판된 

그의 첫 책,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The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coral reefs는 훔볼트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 다윈이 어떻게 지질학과 자연사 등 광범위한 자연과학적 작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윈의 대표적 저서이자 

진화론을 발표한 기념비적 저서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또한 슈클라・오세경 문고에 

두 권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1859년 출판된 책의 개정판 6판과 마지막 영어 판본에 

추가된 내용들과 수정들을 반영해 1896년 출판한 판본이다.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은 

진화론을 처음 제시했다기보다는 종의 진화의 원리와 이를 지지하는 증거와 과학적 

논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는 또한 

다윈의 마지막 저서로 1881년 출판된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The formation of 

vegetable mould through the action of worms을 소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지렁이의 행동과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을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윈은 

지렁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다윈은 이 책을 통해 지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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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생물이 어떻게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지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다윈은 이 저서에서 지렁이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4. 지성사 일반

슈클라 박사의 폭넓은 지성사적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

1778 전집을 꼽을 수 있다. 소장본은 그의 작품들 중 일부를 수집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1773-1774년 사이에 출판한 것으로, 전집의 1-3권은 1761년 출간된 『쥘리, 

신 엘로이즈』Julie, ou la nouvelle Héloïse의 번역본이며, 전집의 4-6권은 1762년 출판된 『에밀, 

교육론』Émile, ou De l’éducation의 번역본이고, 전집의 7-10권은 그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저술들을 모은 것으로, 대표적으로 그의 출세작이자 1750년에 출판된 

『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와 1755년 출판된 『인간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이 실려 있다.

루소는 18세기 유럽의 지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루소의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 즉 예술과 과학과 같은 학문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급진적 주장은 18세기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소는 무엇보다 자신 

시대, 즉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계몽Enlightenment의 시대가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하고 

인간성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과학자들과 계몽 철학자들이 

18세기가 과학과 경제, 문화, 예술의 발전을 가져온 진보의 시대라고 찬양했다면, 

루소에게는 그 시대가 도리어 퇴보의 시기였다. 루소는 근대 사회의 도래가 경제적 

풍요와 동시에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풍속의 타락과 위선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근대사회의 문제를 규정한 루소는 이들이 이성과 논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진실성sincerity과 감성emotion에 근거해서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많은 작품은 이성과 계몽의 시대, 진정한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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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와 사회의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급진적 질문을 제기해 당대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작품들은 발표될 때마다 유럽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다. 그의 사상은 후에 근대 낭만주의와 보수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외에 지성사 문헌의 두 번째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고故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정치가, 저명한 

저술가이자 인쇄업자, 그리고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의 과학과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저술을 수집한 편집서이다. 

무엇보다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정치가이자 미국 헌법의 정신에 토대를 

쌓은 철학자로서 미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계몽사조기 지식인으로서 

자연과학에도 폭넓은 기여를 했다. 『고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 1권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드높인 전기에 관한 그의 논문과 

글들을 모아놓고 있다. 2권은 프랭클린의 철학적 주제들에 관한 글과 일반 정치에 

관한 글을 모아놓은 저서로, 대부분 자연 철학natural philosophy 논의들, 즉 자연과학적 

논의들이 차지하고 있다. 2권의 정치적 주제에 대한 글들은 그의 인구학적인 

연구와 농업에 대한 연구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3권은 미국혁명기 프랭클린이 쓴 

다양한 종류의 기록 — 신문 기사부터 논문, 그리고 외교문서와 독립선언문 등에 

이르기까지 — 을 통해 그의 활동을 조명할 수 있는 글들이 모아져 있다.

본문에서는 ‘슈클라・오세경 문고’를 ‘슈클라 문고’로 축약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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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학의 고전들

01
히포크라테스 및 갈레노스  
논문집
 The writings of Hippocrates and Galen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70편에 달하는 의학 저술 

모음집으로,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골격이 갖추어졌다. 이 전집을 구성하는 논고들은 대개 

기원전 4-5세기 무렵 저술되었으며 저자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집 가운데 서로 모순된 입장을 지닌 

논문들이 병존하는 점에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학파의 관점을 대변하는 저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70편이 넘는 의서들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시리즈로 묶인 

이유는, 서적 유통의 중심이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자 

미상의 옛 의서들이 수집되었을 때 이전 시기의 가장 

잘 알려진 의사이던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추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들 가운데 잘 알려진 저술은 

「공기, 물, 땅에 관하여」, 「고대 의학에 관하여」, 「예후에 

관하여」,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신성한 병에 관하여」 

등의 논문과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이다. 각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 물, 땅에 관하여」는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고대 의학에 관하여」는 

대중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의학 이론보다 섭생법을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후에 관하여」는 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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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데, 이를 통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이 

대중으로부터 신속하게 신뢰감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정확한 예후 진단이 결정적인 

수단이었음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는 이후 수 세기동안 서양의 

질병관을 지배한 4체액설을 담고 있으며, 「신성한 병에 관하여」는 질병이 신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인간의 탐구가 가능한 대상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선서」는 고대 그리스 의사 집단의 규범으로 전문가로서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유럽에서 근대 직전까지 전해져 내려와 강한 

의학 전통을 형성했다.

『히포크라테스 및 갈레노스 논문집』은 히포크라테스 전집과 갈레노스 전집의 

라틴어본을 미국 의사 존 레드먼 콕스John Redman Coxe, 1773-1864가 영어로 편역한 책이다. 

콕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약물학, 약초학, 화학 강의를 

하던 인물로, 매 강의의 첫 시간을 히포크라테스의 연구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으며, 

의약학 분야의 여러 학술서에서 널리 인용되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연구 

전체를 개괄한 영어 문헌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저자 서문에서 밝혔다. 이 책의 

원본은 162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판된 아누티우스 포에시우스Anutius Foesius, 1528-

1595의 『히포크라테스 전집』Hippocratis opera omnia과 1529년 바질에서 출판된 히에로니무스 

프로베니우스Hieronymus Frobenius, 1501-1563의 『갈레노스 논문집』Opera quae ad nos extant omnia, partim 

iampridem, partim penitus recens, à viris doctissimis in latinam linguam conversa이다. 포에시우스의 라틴어본은 

히포크라테스의 논문들 외에도 편역자의 주석을 담고 있었으나, 콕스는 이 책에서 

논문만을 번역했다.

『히포크라테스 및 갈레노스 논문집』은 크게 히포크라테스를 다룬 앞부분과 

갈레노스를 다룬 뒷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에는 이전에 라틴어 또는 발표된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번역본들을 소개한 저자의 서문과, 목차, 그리고 이전 번역본이 

히포크라테스의 문헌을 분류한 방식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비교, 프랑스 의학사가 

다니엘 르 클레르Daniel Le Clerc, 1652-1728가 쓴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삶과 연구에 

관한 서론이 수록되어 있고, 그에 이어 70편에 달하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영역본이 

실려 있으며, 그 뒤에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대한 저자의 짧은 주해가 있다.

갈레노스를 다룬 뒷부분은 저자가 쓴 별도의 서문, 이전에 라틴어로 출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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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레노스 전집의 번역본들에 대한 개괄, 갈레노스의 저술에 대한 주제별 요약문을 

담고 있으며, 갈레노스의 저술들을 번역한 본문은 그 뒤에 실려 있다. 본문은 

갈레노스의 논문들을 크게 7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주제들은 순서대로 

생리학, 위생, 병인론, 증후학, 약학, 의료도구와 술기, 치료학이며, 이어서 부록으로 

히포크라테스의 경구에 대한 갈레노스의 주석 7개와 갈레노스의 저술로 잘못 알려진 

글들, 갈레노스의 현존하지 않는 논문의 일부로 추정되는 조각글들에 대한 번역과 

함께, 저자의 번역 후기와 갈레노스의 저술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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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히포크라테스의 실제 저술들
 The genuine works of Hippocrates  
 2 vols.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히포크라테스의 저술뿐 아니라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다수의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논문들 가운데 무엇이 

히포크라테스의 것인지에 관한 논의, 소위 ‘히포크라테스 

문제’가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문헌학자들과 의학사가들 사이에서 오랜 

문제가 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히포크라테스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통해 기원전 

4-5세기 그리스 의사들의 사상과 활동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실제 저술들』은 히포크라테스 

문제에 대한 영국 의사 프랜시스 애덤스Francis Adams, 1796-

1861의 문제의식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영역본이다. 

이 책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그리스어 원본을 번역한 

것으로, 영국의 의학출판사인 시드넘 소사이어티Sydenham 

Society에 의해 1849년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책은 시드넘 소사이어티의 간행본을 

미국 출판사인 윌리엄 우드 앤 컴퍼니William Wood & Co.가 

수입하여 1886년 뉴욕에서 출판한 것으로, 판형이나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히포크라테스의 실제 저술들』은 총 두 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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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히포크라테스 논문들의 번역과 함께 그에 대한 편역자의 

방대한 주석이 담겨 있다. 그 중 제1권은 앞부분에 애덤스의 서문, 목차, 서론을 

수록하고 있다. 애덤스는 서문에서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주해를 작성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폴로니우스Apollonius, ?-?와 갈레노스Claudius Galenus, 129-199부터, 

히포크라테스 주석가로 유명한 19세기 학자 프란츠 에르메린스Franz Zacharias Ermerins, 

1808-1871, 에밀 리트레Émile Littré, 1801-1881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애덤스의 서론은 3장으로 나뉘며, 각각 그리스 의학의 기원과 히포크라테스의 삶, 

히포크라테스의 저술로 알려진 논문들의 진위, 고대 그리스 의학의 여러 학파들이 

제시한 신체관에 대해 서술한다. 제1권의 본문은 히포크라테스의 저술들 중 7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순서대로 「고대 의학에 관하여」,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예후에 관하여」, 「급성질환에서의 식이요법」, 「전염병에 관한 책 제1권」, 

「전염병에 관한 책 제3권」, 「두부의 부상에 관하여」이다. 제2권은 총 11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순서대로 「수술과 관계된 것들에 관하여」, 「골절에 관하여」, 「관절에 관하여」, 

「탈구에 관하여」, 「히포크라테스의 경구」, 「히포크라테스 선서」, 「법」, 「궤양에 

관하여」, 「누공에 관하여」, 「치질에 관하여」, 「신성한 질병에 관하여」이다. 각 권의 맨 

뒤에는 외과적 처치법 및 수술 기구에 관한 도판이 실려 있다. 이 도판들은 1544년 

파리에서 라틴어로 출판된 『그리스 외과학』Chirurgia è graeco in latinum conversa에서 인용된 

것이다. 『그리스 외과학』은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오르바시우스Orbasius, ?-?의 

외과학 논문들에 대한 이탈리아 해부학자 귀도 귀디Guido Guidi, 1509-1569의 번역과 주석, 

그에 관한 이탈리아 화가 페트루스 갈테리우스Petrus Galterius, ?-?의 그림들을 담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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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
   Hippocratis Coi medicorum omnium facilè principis opera quæ 
extant omnia

이 책은 르네상스 시기 의사이자 인문학자인 야누스 

코르나리우스Janus Cornarius, 1500-1558가 라틴어로 번역한 

히포크라테스 논문집이다. 코르나리우스는 주로 

그리스어로 된 의학 문헌들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본초학과 초기 교부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번역뿐 아니라 그 자신도 의학도들을 위한 강의록, 

전염병의 원인에 관한 논문들을 썼다.

독일 츠비카우Zwickau 출신인 코르나리우스의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 하인폴Johannes Hainpol로, 20세가 되던 

해 라틴어 이름을 얻었다. 그의 이름은 독일어로는 

야누스 코르나르Janus Kornar, 이탈리아어로는 지오반니 

코르나리오Govanni Cornario, 프랑스어로는 장 코르나리오Jean 

Cornario로 표기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 

학교에 다니다가 1519년 비텐베르크 대학교Universität 

Wittenberg에 입학하여 1521년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523년 의사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다가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Universität Basel에서 잠시 

그리스어 강의를 했고, 이후 독일로 돌아와 진료를 하면서 

중세 때 간과된 그리스 문헌들을 발굴 및 번역하는 데 

힘썼다.

코르나리우스는 바젤에서 머물 때 인문주의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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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그리스어의 라틴어 번역을 계속하도록 격려 받았다. 

코르나리우스의 번역 활동은 학술적인 동시에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 의학자들의 연구를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고전의 부활을 추구했다.

코르나리우스의 전집은 그가 사망한지 1년 후 이단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의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는 주로 히포크라테스, 디오스코리데스Dioscorides, c. 40-90,  

아에티우스 아미데누스Aëtius Amidenus, 갈레노스, 바질Basil, 329 or 330-379,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of Salamis, ?-403, 플라톤 등의 저술을 번역했다. 그 중 그가 

번역하여 편찬한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은 4편으로 『공기, 물, 장소, 그리고 바람에 

관하여』Hippocratis Coi De aëre, aquis, & locis libellus. Eiusdem de flatibus(1529), 『고대의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전집』Hippocratis coi medici vetustissimi, et omnium aliorum principis, libri omnes, ad vetustos codices 

summon studio collate & restaurati(1538),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Hippocratis Coi medicorum omnium 

facilè principis opera quæ extant omnia(1567), 『히포크라테스로 잘못 알려진, 이름 모를 저자의 책, 

건강한 식이에 관하여』De salubri diaeta incerti auctoris liber Hippocrati quondam falso adscriptus(1538)이다.

이 중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은 루그두니Lugduni에서 1567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의 권두에는 목차, 서문, 헌사, 색인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총 7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수록된 논문의 주제는 

수의학부터, 환경, 인간의 본성, 출산, 그리고 골절, 궤양, 치질을 비롯한 여러 외과적 

질병들 및 인체의 구조까지 다양한 범주에 걸쳐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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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파울루스 아이기네타의 
일곱 권의 저서
 The seven books of Paulus Ægineta  
 3 vols.

이 책은 7세기 그리스 의사 파울루스 아이기네타Paulus 

Aegineta, 625-690가 쓴 의학서이다.

파울루스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리스의 섬 아이기나Aegina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의료행위를 

펼쳤다고 알려진다.

총 세 권의 책, 일곱 편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 정확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당시까지 전해져 오던 고대 

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편은 위생과 관련된 조언 및 질병에 대해서 다루면서 

다양한 연령, 기후 그리고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서술한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질병과 이를 치료할 식이요법, 

영유아의 부스럼이나 감기, 노인의 양생, 음식의 효능과 

관리 등에 대한 것들이다. 두 번째 편은 주로 열병을 

다루고 있다. 열병은 왜 발생하고 지속되는지, 그 진행 

과정과 치료는 어떠한지를 서술한다. 세 번째 편은 주로 

신체의 각 부분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질병을 다루는데, 

가령 눈, 코, 입이 감염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뇌염이나 두통은 어떤 질병인지를 설명한다. 네 번째 

권은 외부로 드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주로 

감염병을 다루는데, 상피병, 나병, 가려움증, 물집, 찰과상, 



33

고대 의학의 고전들 1. 의학 관련 고서

봉와직염phlegmon 등 총 59개의 질병을 나열하고 각각의 증상과 치료법을 설명한다. 

다섯 번째 편은 독이 있는 동식물 혹은 물질로 인해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그 치료법을 제시한다. 여섯 번째 편은 이 책의 외과적인 질환과 치료법을 

설명하는데, 코뼈나 턱뼈의 교정, 남성의 유방 이상비대증gynecomastia 등도 다룬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성형술의 시작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편은 

다양한 약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책의 그리스어 판본은 1528년 처음 베니스에서, 그리고 또 다른 판본이 

1538년 스위스 바젤에서 인쇄되었으며, 라틴어 판본은 다수 존재한다. 영어 번역본은 

1834년 시드넘 소사이어티의 프랜시스 애덤스가 번역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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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두와 홍역에 관한 논고
 A treatise on the small-pox and measles

이 책은 9-10세기에 활동한 페르시아 의사이자 연금술사, 

철학자인 알 라지Abū Bakr Muhammad ibn Zakariyyā Al-Rāzī, 854-

925/935의 천연두와 홍역에 관한 연구이다. 알 라지는 

라틴어 이름인 라제스Rhazes로 불리기도 한다.

알 라지는 페르시아의 도시 라이Rayy에서 태어나 

그 지역 병원에서 일하다가 후일 수도인 바그다드로 

이동했으며, 정치적 변동에 따라 두 지역에서 번갈아 

근무했다. 아랍어로 된 라지의 연구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그 중 일부가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그 중 대표적인 저작은 『갈레노스에 대한 의문』Shukuk ala 

Alinusor, 『철학자로서의 길』Sīrat al-Faylasūf, 『영혼의 의술』Ketāb 

al-Tibb al-Rūhānī이다. 그 외 라지의 연구를 옹호 또는 비판한 

학자들의 문헌에 남아있는 인용문을 통해 그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라지는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이슬람교 비판과 철학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사람의 선천적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신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이슬람 종교가들의 생각에 반대했다. 아울러 

예언자들이 행한 기적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이슬람의 

억압적인 교리가 증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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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이슬람 고전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특정한 교파나 학파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기존 이론과 사상을 판단하는 것을 주된 연구 방식으로 

삼았다.

라지의 의학 연구는 라틴어 번역본을 통해 유럽에서 널리 알려졌다. 그 중에는 

『수두와 홍역에 관하여』al-Judari wa al-Hasbah 같은 단행본도 있고, 『종합』al-Hāwī처럼 

그리스와 아랍 의사들의 연구 중 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발췌하고 주석을 

단 문헌들의 방대한 모음집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지는 자신의 진료 경험에 

입각하여 갈레노스로 대표되는 의학 전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했다. 이는 

갈레노스의 의학적 관찰과 이론에 관한 라지의 저술 『갈레노스에 대한 의문』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의 열병에 대한 부분에서 라지는 자신의 환자들 중 갈레노스가 

말한 경과를 보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언급했고, 비뇨기 

질환에 관한 서술에서는 갈레노스가 제시한 증례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이 병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진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처럼 라지는 

고전의 권위를 충실히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경험과 관찰을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중시했다.

『수두와 홍역에 관한 논고』는 수두 및 홍역과 관련된 라지의 연구들을 모아 

영어로 번역한 책으로, 알렉산더 그린힐Alexander Greenhill, 1814-1894의 번역으로 런던에서 

1848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수두와 홍역에 

관하여』이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각각 『알 만수르에게 바친 연구』cetabu-l-

Mansuri, 『질병의 구분』Taksimu-l-‘ilal, 『종합』 가운데 수두, 홍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한 

것이다. 각 번역본마다 개별적인 역자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네 편의 역자 서문은 

각기 그때까지 출판된 여러 판본의 번역본들의 역사를 서술한다. 그린힐에 따르면 

크레모나의 제라드Gherard of Cremona, 1114-1187의 라틴어본을 번역한 『질병의 구분』을 

제외하고, 이 책에 수록된 나머지 영역본들은 모두 아랍어 원본을 번역했다. 네 편의 

논고 가운데, 수두와 홍역을 가장 자세하게 다룬 것은 처음에 수록된 『수두와 홍역에 

관하여』로,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천연두와 홍역의 증상, 경과, 치료에 대해 

서술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린힐이 쓴 역자 서문 외에도, 그리스어 번역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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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및 그 일부에 대한 영어 번역본, 요하네스 채닝Johannes Channing의 1778년 

영어 역자 서문, 1782년 알브레히트 폰 할러Albrecht von Haller, 1708-1777의 라틴어 역자 

서문, 라지 자신의 저자 서문이 포함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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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저술들
   Henrici Cornelii Agrippae ab Nettesheym Armatae militiae 
equitis aurati, et iuris vtriusque ac medicinae doctoris, Opera ...

이 책 『저술들』Opera은 독일의 의사이자 신학자, 그리고 

신비주의 작가였던 하인리히 아그리파Heinrich Cornelius Agrippa 

von Nettesheim, 1486-1535의 이름으로 출판된 저서로 그의 작품 

이외에도 마술과 비학祕學, occult sciences에 관련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저서가 포함되어 있다.

1486년 현재 독일의 쾰른Cologne에서 태어난 

아그리파는 쾰른 대학교에서 인문주의자들과 공부한 

후 의학과 법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에서 신학자이자 의학자, 

법학 전문가, 때로는 군인으로 활동했다. 그의 주된 

학문적 관심사는 비학에 대한 연구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연구로 인해 파생되는 신학적이고 법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단적 입장을 지닌 학자로 

간주되어 때로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아그리파는 마법과 비술에 관해 당대에 

가장 종합적이고 널리 알려진 책, 『비술 철학에 관한 세 

책』De occulta philosophia libri tres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간 

예술과 학문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담은 

『학문과 예술의 불확실성과 무용함』De incertitudine et vanitate 

scientiarum et artium, atque excellentia Verbi Dei, declamatio invectiva도 유럽 

전역에서 그의 이름을 알린 저서로 유명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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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저서들은 후대 마술과 비학 논의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일례로 아그리파의 

저서들은 19세기 메리 셜리Mary Shelley, 1797-1851의 소설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큰 영향을 준 의사이자 연금술사로 언급되기도 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아그리파의 책 『저술들』은 두 권의 책으로 

여러 해에 걸쳐 발행되거나 재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어떤 판본이 원본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다. 슈클라 문고본은 1531년 출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책은 1580년에 바젤에서 첫 출판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책의 1권에는 

그가 저술한 『비술 철학에 관한 책』De occulta philosophia 네 번째 편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과학사학자들은 이 네 번째 편은 1510-1515년 사이에 쓰였으며, 아마도 아그리파의 

저술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책에서 아그리파는 진공眞空 상태의 우주에서 

신이 원소元素, element의 세계, 별로 이루어진 천상의 세계, 그리고 천사天使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지구 등 여러 세계를 창조했다며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우주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 

세계와 천체, 그리고 신성Divine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마술적 힘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믿었던 신플라톤주의자로서 아그리파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저서들 역시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대 신플라톤주의자 아폴로니우스Apollonius of Tyana, c. 15-c. 100 AD의 

저서 『마법의 기술』Ars notoria, 그리고 그 외 마술과 비술에 관련된 여러 저자들의 글이 

그것이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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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외과학 전집
 Oeuvres chirurgicales de Hierosme Fabrice D'Aquapendente ...

이 책은 이탈리아 해부학자 히에로니무스 파브리치우스 

Hieronymus Fabricius ab Acquapendente, 1533-1619가 쓴 외과학 

교과서이다.

파브리치우스는 르네상스 시기 해부학의 발달을 

이끈 파도바 대학교Università di Padova의 의학자들 중 한 

명이다. 파도바 대학교에서는 16세기 중반부터 안드레아 

베살리우스Andrea Vesalius, 1514-1564를 필두로 하여 그의 

동료와 제자들이 실제 해부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온 의학 고전의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술 전통을 형성했다. 베살리우스와 가브리엘 

팔로피우스Gabriel Fallopius, 1523-1562에게서 해부학을 배운 

파브리치우스는 1565년 팔로피우스가 담당하던 해부학 

및 외과 교수직을 이어받고 50년 이상 교육에 종사하며 

그 학술 전통을 전수했다. 교육 방면에서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공개 해부학 실습 강의를 위한 극장의 설립을 

주도한 것인데, 1594년에 건립된 이 원형 극장은 중앙에 

약 1미터 길이의 해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3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1872년까지 사용되었다. 

의학의 명문으로 이름 난 파도바 대학교에는 유럽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 해부 실습 강의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고전이 지닌 권위보다 실제 해부를 중시하는 파도바 

대학교의 해부학 전통은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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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1657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의사들에게 전달되어 근대의학 수립의 토대를 제공했다.

파브리치우스는 교수 시절의 절반 이상을 교육과 진료에 몰두하다가, 1600년 

무렵부터 연구서들을 활발하게 출판했다. 그는 1600년 시각 기관, 청각 기관, 발성 

기관에 관한 해부학 논문들과, 태아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를 발표했다. 그 중 발생학 

연구인 『태아의 형성』De formato foetu은 비교해부학을 중시한 파브리치우스의 연구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이 책은 인간뿐 아니라 토끼, 기니피그, 쥐 

등을 비롯한 여러 종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태아의 발생 및 성장 과정을 추적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 전후 심장과 혈관의 구조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규명했다. 

파브리치우스는 이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비교해부학에 관한 일련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그 강의록을 1603년에 출판했다.

파브리치우스의 연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맥 판막에 관하여』De Vanarum 

Ostiolis이다. 이 연구는 인체의 구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 기능을 유추한 

파브리치우스의 주요 저술들 중 하나로, 정맥 속에 붙어있는 판 모양의 구조물에 대해 

상술하고 그것이 혈액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정맥 판막의 

기능에 대한 그의 견해는 후일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정맥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17세기 중반 윌리엄 하비가 혈액 순환의 기전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파브리치우스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 의사들의 스승이자 해부학자, 그리고 탁월한 

의사로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메디치 가문, 우르비노 공작 등 16-17세기 유럽의 

고위 권력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을 진료했으며, 그와 동시에 빈민에 대한 무상 치료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공로로 1607년 베네치아 공화국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외과학 전집』은 오랜 해부 연구와 임상 경험에 기반을 둔 파브리치우스의 

외과학 지침서이다. 이 책의 라틴어 원본 Opera chirurgica은 1616년에 파도바에서 

출판되었으며,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책은 1658년 리옹Lyon에서 간행된 프랑스어 

번역본이다. 이 책은 총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외과 질병의 병태 생리를 

기술하고, 2부는 외과 술기를 다룬다. 1부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순서대로 

종양, 창상, 궤양과 누공, 골절, 탈구에 대해 서술한다. 2부에는 별도의 서문과 함께 

인체에 대한 125종의 수술 기법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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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장 페르넬의 보편의학
 Ioan. Fernelii Vniversa medicina

 2 vols.

이 책은 프랑스 의사 장 프랑수아 페르넬Jean François Fernel, 

1497-1558이 집필한 의학서이다.

몽디디에르Montdidier에서 태어난 페르넬은 파리의 

생트 바르브 대학College of Sainte-Barbe에 입학했고, 처음에는 

수학과 천문하게 관심을 가졌으나 1534년부터 의학에 

전념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복원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왕실의 주치의가 되었고, 앙리 2세의 부인 카트린느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 1519-1589에게 임신에 대해 

자문하였다. 페르넬은 자오선에 대한 기록을 담은 

『우주론』Cosmotheoria을 집필하기도 했다.

1645년에 출판된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리학과 병리학, 그리고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정세권



43

르네상스 시기 의학 1. 의학 관련 고서

르네상스 시기 의학

09
의학에서 관찰과 치료
   Observationum et curationum medicinalium, sive 
Medicinae theoricae et practicae liber XXIX ...

이 책은 ‘네덜란드의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릴 정도로 

저명한 의사 페트루스 포레스투스Petrus Forestus, 1521-1597의 

의학서이다.

루뱅 대학교Universiteit Leuven에서 학업을 시작한 

포레스투스는 유럽의 대학들을 여행하면서 당대 최신 

의학들을 섭렵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볼로냐, 파도바, 

베니스 등에서 수년 동안 머무르면서 의학을 공부했고, 

1543년 볼로냐 대학교Università di Bologna를 졸업했다. 로마와 

파리를 거쳐 1546년 자신의 고향 알크마르Alkmaar로 

돌아와 개업한 그는 곧 네덜란드 남서부의 도시 

델프트Delft의 시의city physician가 되어 37년 동안 재직했고, 

왕실에 자문을 하기도 했다.

『의학에서 관찰과 치료』는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과 치료에 관해 적어 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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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해부학 도판
Iulii Casserii Placentini Tabulae anatomicae LXXIIX ... 

르네상스 시기 의학

10

이 책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이자 외과의사인 줄리우스 

카세리우스Julius Casserius, 1552-1616가 그린 해부학 도판을 

모은 책이다.

카세리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다가, 당시 유럽의 명문이던 파도바 대학교의 해부학 

및 외과학 교수 히에로니무스 파브리치우스의 해부 

실습을 보조하게 되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의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파브리치우스는 해부학 강의 전에 

미리 시체를 해부해두었는데, 카세리우스의 임무는 이 

준비 작업을 돕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부에 

재능을 드러냈고, 이를 알아 본 파브리치우스의 권유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 결과 카세리우스는 1580년 

경에 파도바 대학교에서 의학, 철학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585년에는 외과의사로서의 수련을 완료했다. 

이후 그는 해부학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면서, 스승인 

파브리치우스가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강의들을 물려받았다. 파브리치우스는 

1609년부터 해부학의 특별 강의를 제외한 모든 외과학 

강의를 카세리우스에게 위임했고, 1614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해부학 강의마저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 또한 

카세리우스가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카세리우스는 

파브리치우스가 해부학 극장에서 수행하던 공개강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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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지는 않았다. 파브리치우스는 1595년에 해부학 극장을 설립하고 의학도와 의사뿐 

아니라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의를 수행했으며, 이는 파도바 대학교의 

명물이었다. 스승과 달리 평범한 강의만 하기를 원한 카세리우스는 이 강의를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1616년 대학의 요청으로 극장에서 해부학 특강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강의는 3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카세리우스는 그 기간에 심혈관학, 

신경학, 근육학, 골학, 기타 관련 병리학을 강의했으며 많은 청중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해부학자로서 명성을 키워가던 카세리우스는 1616년 3월 경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발병 약 5일 후에 죽었다.

안드레아 베살리우스, 레알도 콜롬보Realdo Colombo, 1515-1559, 가브리엘 팔로피우스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해부학자들을 다수 배출한 파도바 대학교의 학문 전통을 

물려받은 카세리우스의 해부학적 업적은 세 편의 책으로 편찬되었다. 그 첫 번째는 

후두와 귀의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논문들 및 그와 관련된 34개의 해부학 도판을 

수록한 『발성 기관 및 청각 기관의 해부학』De vocis auditusque organis historia anatomica으로 1600년 

무렵 페라라Ferrara에서 출판되었으며, 1607년 베네치아에서 한 번 더 출간되었다. 

두 번째는 인체에 있는 다섯 개의 감각기관을 다룬 해부학 저서 『오감에 관한 

책』Pentaestheseion, hoc est De quinque sensibus liber으로, 1609년 베네치아에서 발표되었고 후일 

재판되었다.

세 번째가 카세리우스의 사후에 다니엘레스 부크레티우스Danieles Bucretius가 편찬한 

유고집 『79개의 해부학 도판』이다. 이 책은 1627년 베네치아에서 출판되었으며, 

카세리우스의 해부학 도판들과 함께 그의 제자인 아드리안 반 덴 스피겔Adriaan 

van den Spieghel, 1578-1625의 논문 「인체의 구조」De humani corporis fabrica를 수록하고 있다. 

카세리우스의 해부학 도판은 먼저 인체의 겉모습을 각각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어 

그리고, 몸 전체와 각 신체 부위의 골격 구조, 그 뒤를 이어 머리, 등, 팔다리의 근육과 

인대들, 혈관의 분포, 배의 근육과 복강내 장기들, 비뇨생식기관들, 머리와 목의 근육 

및 그 속의 장기들을 묘사한다. 그림의 순서는 주로 몸의 겉면부터 시작하여 안쪽을 

나중에 보여주고, 몸통에서 가까운 쪽부터 시작하여 먼 쪽을 나중에 보여주며, 해당 

부위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여준 뒤에 그에 포함된 세부 장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각각의 도판은 매우 상세하고 완성도가 높다. 도판들 중 몇몇은 단지 해부 표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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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사람까지도 담고 있다. 그림 속의 사람들은 

해부된 장기가 잘 보이도록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근엄한 표정과 몸짓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해부 도판의 정밀성과 예술성은 르네상스 시기 무렵 해부학의 급속한 

발전을 구가하던 파도바 대학교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유럽에서 해부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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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부학 도판
 De ontleedkundige platen van B. Eustachius

이 책은 이탈리아 의학자 바르톨로메오 

유스타키오Bartholomeo Eustachio, 1500/1510-1574의 해부학 

도판을 모은 책으로, 유스타키오 사후에 해부학자 

안드레아 본Andreas Bonn, 1738-1818이 편집하여 179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간행했다.●

총 47개의 도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1도판부터 

제7도판까지는 신장과 그에 분포하는 혈관들을 나타냈고, 

제8도판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과 그 분지들, 

그리고 심근을 묘사했다. 제9도판은 두개강, 흉강, 

복강의 구조와 그 내용물, 그리고 뇌막과 장간막의 혈관 

분포를 표시했다. 제10도판은 소화기관의 구조와 배치, 

위에 분포하는 혈관을 나타내며, 제11도판은 소장과 

대장, 그에 분포하는 혈관들, 그리고 간, 췌장, 비장의 

구조를 묘사했다. 제12도판과 제13도판은 심장으로 직접 

이어지는 대동맥과 대정맥이 복부에서 좌우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으로 갈라지는 모습과 그들로부터 나오는 

분지들을 그렸다. 제14도판은 회음부를 구성하는 근육과 

혈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자궁과 태반을 나타냈다. 

제15도판과 제16도판은 폐와 심장의 구조 및 그에 

분포하는 혈관을 묘사했으며, 제17도판은 뇌와 척수의 

구조를, 제18도판은 그로부터 나온 뇌신경과 말초신경을 

표시했다. 제19도판부터 제23도판까지는 사지와 몸통의 

● 유스타키오의 생애 및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5. 『치아에 관한 소논문』Des 

Bartholomaeus Eustachius Libellus 

de dentibus의 해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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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근육, 그에 분포한 신경을 여러 각도에서 그렸다. 제24도판부터 제26도판까지는 

전신의 근육과 그에 대한 혈관 분포를 나타냈고, 제27도판은 간, 장간막, 사지, 두경부, 

신장에 분포하는 혈관들만을 따로 그렸다. 제28도판부터 제39도판까지는 사람이 

다양한 자세를 취할 때 드러나는 전신의 근육과 인대를 여러 각도에서 묘사했다. 

제40도판은 안구와 그 주위의 근육 및 신경을 표현했고, 제41도판은 안면과 두경부의 

근육을, 제43도판부터 제47도판까지는 전신의 뼈와 관절을 나타냈다. 이 도판들은 

동맥, 정맥, 뇌신경, 말초신경 등을 서로 다른 색으로 채색함으로써 각각의 분지와 

주행 경로를 명확하게 나타냈으며, 이를 위해 20개가 넘는 색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인체의 구조를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며 아름답게 그리는 표현 방식은, 

베살리우스 이래 16-17세기에 걸쳐 파도바 대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한 해부학자들의 

특징으로서, 유스타키오의 해부 도판집에 잘 드러나 있으며,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파도바 대학교의 해부학자 줄리아노 카세리우스의 해부 도판집 『89개의 해부학 도판』 

또한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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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기 의학

12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Andreae Vesalii Bruxellensis, ... de humani corporis 
fabrica libri septem

이 책은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한 해부학자 안드레아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의 해부 도판집이다.

왕실 의사 및 약제사 가문에서 태어난 베살리우스는 

15세에 브뤼셀 근처에 있는 루뱅 대학교에 입학하여 

교양 과목을 배우고, 1533년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고전 의학의 권위자인 갈레노스의 

의학 이론만을 답습하는 교육 방식에 한계를 느껴 파도바 

대학교로 옮겼다. 그 뒤 파도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1537년에 외과 및 해부학 교수로 임명된 

그는 1544년까지 파도바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해부 

실습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다. 이후로는 

왕실 의사가 되어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 그 

다음에는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의 주치의로 활동했다.

베살리우스는 파도바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직접 

해부를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해부학에 도입했다. 

그때까지 실제 해부는 해부학자들의 일이 아닌, 

신분이 낮은 이발사-외과의사들의 몫으로 간주되었고, 

해부학자들은 이발사-외과의사들에 의해 해부된 

사체를 보며 갈레노스의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중세 이래 인체 해부를 금기시 

한 기독교의 관습 때문에, 해부학자들은 직접 해부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16세기에 접어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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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에만 의존하는 중세 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불거져 나왔고, 고대 그리스 

로마 학자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경험과 관찰에 의거하여 과거의 문화적 수준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베살리우스 또한 이런 르네상스 학자들 중 

한 명으로, 인체에 대한 직접 해부와 관찰을 통해 중세 이래 곡해되어 온 갈레노스의 

의학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을 직접 해부하고 동물과 사람의 

해부 구조를 비교하며 상세한 해부도를 그리면서 학생을 가르쳤다. 그의 수업 형태는 

전례 없는 것이었으나, 곧 파도바 대학교의 일반적인 해부학 교육 방식으로 정착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고전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해부하고 

관찰한 내용을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런 시각은 히에로니무스 파브리치우스, 

줄리우스 카세리우스, 바르톨로메오 유스타키오, 윌리엄 하비 등 파도바 대학교를 

거쳐 간 여러 후대 의학자들에게 이어져 근대 의학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실제 해부의 성과는 베살리우스의 해부 도판집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에 

집약되었다. 연구 초기에 베살리우스의 목적은 여느 르네상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지적 성취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시신을 관찰하면서 

갈레노스의 해부학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깨달음에 따라 고전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는 갈레노스의 오류를 드러내는 증거들을 꼼꼼하게 찾고 기록해서, 

총 200개가 넘는 사례들을 수집한 뒤 그 결과를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로 출판했다. 

이 책은 1543년에 초판이 출판되었다. 베살리우스가 찾은 오류의 증거들은 그의 해부 

기술과 섬세한 묘사뿐 아니라, 당시의 삽화 및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이 책의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장 스티븐 반 칼카르Jan Steven van Calcar, 1499-

1546가 담당했다. 대형 목판화 11점과 300점에 달하는 삽화들, 그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요약본으로도 

출판되었고, 즉시 독일어로 번역되어 2주 뒤에 발행되었다. 베살리우스는 1550년에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이 책의 2판을 발행했다.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로 여러 장소에서 

출판되었다. 그 중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책은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의 초판을 

1970년 브뤼셀에서 재간행한 것이다.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는 총 7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로, 제1권은 뼈, 제2권은 근육, 제3권은 혈관, 제4권은 신경, 제5권은 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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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 제6권은 흉곽 내 기관, 제7권은 뇌를 다룬다. 이 가운데 제7권만이 슈클라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뇌의 구조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소동정맥그물에 대한 언급이 잘 알려져 있다. 소동정맥그물은 갈레노스에 의해 인체 

구조 중 하나로 알려져 왔으나, 베살리우스는 실제 인체 해부에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사실 소동정맥그물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만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갈레노스의 책에만 의존한 유럽인 해부학자들은 

그것이 사람에게 실재한다고 믿었다. 이 같은 서술은 고전보다 직접 해부와 관찰을 

중시하는 베살리우스의 접근법과 갈레노스의 해부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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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쿠리알리스 선집
 Hieronymi  Mercurialis, ... Opuscula aurea, &  selectiora ...

르네상스 시기 의학

13

이 책은 이탈리아의 문헌학자이자 의사였던 

메르쿠리알리스Hieronymus Mercurialis, 1530-1606의 선집이다.

볼로냐와 파두아 그리고 베니스에서 교육받은 

메르쿠리알리스는 1555년 의사가 되었고, 로마로 건너간 

후 그리스와 로마의 방대한 문헌과 의학 서적들을 

섭렵했다.

1569년에 초판본이 인쇄된 이 책은 총 6부, 각각 

13-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 

문헌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식이요법, 운동법, 위생,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한 자연적 방법 등이다. 이 책은 

운동을 통한 치료라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데, 

오늘날 ‘스포츠 의학’의 기원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이 책으로 명성을 얻은 메르쿠리알리스는 파도바로 

돌아와 의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히포크라테스의 

저작들을 번역했고, 피부병, 여성의 질병, 아이들의 

질병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다. 특히나 그의 『피부병에 

대하여』De morbis cutaneis(1572)는 피부병을 과학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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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기 의학

14
내과적 질환
 De morbis internis

이 책은 프랑스 의사 자크 울리에Jacques Houllier, 1498/1504-

1562가 쓴 내과서로, 책 제목인 De morbis internis는 내과적 

질환이라는 뜻이다.

울리에는 1525년 파리 대학교Université de Paris에 

입학하여 1529년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의학부 

학장이던 장 타고Jean Tagault, ?-1545의 지도 아래 1536년 

의학 박사의 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1538년에 의학부 

교수가 되었고, 이후 1546-1547년에는 의학부의 학장을 

역임하며 학생 지도와 연구 열중했다. 그는 인문주의를 

중시한 인물로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주석가로 유명했고, 

파리 히포크라테스 학파를 이끌며 후일 샤를 9세의 

주치의가 된 루이 뒤레Louis Duret, 1527-1586를 비롯하여 

다수의 제자들을 배출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울리에의 논문들을 모은 『내과적 

질환』은 1577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본문의 앞에는 

헌사, 서문, 목차, 도판 설명이 있고, 프랑스 의사 안투안 

발레Antoine Valet, 1530-1607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함께, 

페스트 및 열병에 관한 울리에의 연구, 갈레노스의 약물 

치료에 대한 주해, 약초에 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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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레 전집
   Œuvres complètes d'Ambroise Paré   
3 vols.

이 책은 16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이발사-외과의사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 1510-1590의 연구를 모은 

책이다. 파레는 영국인 외과의사 존 헌터John Hunter, 

1728-1793와 함께, 예부터 전승되어 온 수술 기법과 

지식을 답습하기만 하던 외과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당시 의사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던 내과의사들로,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학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집단이었다. 두 번째는 

이발사-외과의사 집단으로, 대학이 아닌 외과학교에서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발사-

외과의사라는 명칭은,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주로 수술을 담당했던 직업이 이발사였던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과의사와 이발사-외과의사 사이에는 큰 

권위의 차이가 있어서, 이발사-외과의사는 돌팔이 의사, 

접골사 등과 마찬가지라고 간주되면서 내과의사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 바로 이 두 번째 집단에 속한 파레는 

외과학교를 졸업한 뒤 파리 시립병원Hôtel Dieu de Paris에서 

수련을 받다가 1537년 군의관이 되어 이후 약 20년 동안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외과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축적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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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다. 그 중 대표적인 업적은 총상의 치료법을 개혁한 것이었다. 당시 총상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은 총에 맞은 부위에 끓는 기름을 부어 몸에 생긴 구멍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고 상처 부위가 덧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파레 또한 이런 방식으로 총상 환자들을 치료했으나, 치료 도중 부상자가 

너무 많아 치료용 기름이 다 떨어지자 새로운 치료법을 고안했다. 그것은 상처를 잘 

씻고 연고를 바른 뒤 붕대로 감아 두고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파레는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와 기존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를 비교했고, 그 결과 뜨거운 기름으로 치료한 

군인들이 붓기, 통증, 열 때문에 매우 괴로워한 반면, 연고로 상처를 진정시킨 군인들은 

위와 같은 증상 없이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을 계기로 파레는 총상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식을 정립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치료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을 중시하게 되었다.

파레는 이와 같은 임상 실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책으로 출판하여 동료 이발사-

외과의사들에게 전달했다. 그의 책은 고급 지식인들만 사용하던 라틴어가 아니라, 

이발사-외과의사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프랑스어로 쓰였는데, 그 덕택에 프랑스의 

이발사-외과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그 인기에 힘입어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파레의 저술은 이발사-외과의사들에게 이전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림과 더불어, 외과의사로서 질병과 치료법을 탐구할 때 갖추어야 

할 시각과 태도를 제시했다. 이를 습득한 이발사-외과의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과가 단순히 수술 기법들의 집합이 아닌 과학적 분야로서 인식되었고 이발사-

외과의사들의 지적인 지위 또한 향상되었다.

총상에 대한 파레의 연구는 유럽의 명문 학교이던 파도바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 프란시스쿠스 실비우스Franciscus Sylvius, 1614-1672의 권유로 1545년에 『화승총과 

다른 총기, 창, 그와 비슷한 무기에 의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특히 화약 가루에 

의한 화상에 관해서』la Méthode de traiter les plaies faites par les arquebuts et autres bastons à feu, et celles qui 

sont faites par la poudre à canon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후로도 파레는 연구와 저술을 

계속해서, 1550년 『해부학 논집』Traité sur l'accouchement et l'anatomie을, 1564년 『수술 도구들에 

관한 10권의 책』Dix livres de la Chirurgie, avec le magassin des instrumens necesaires a icelle을 발표했으며, 

1575년부터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연작 『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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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Œuvres d'Ambroise Paré을 출판했다. 저서를 통해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레는 왕의 

주치의를 거쳐 왕실 수석 외과의사의 자리에 올랐다.

『파레 전집』은 파레의 전체 연구를 프랑스의 외과의사 말게느Joseph-François Malgaigne, 

1806-1865가 편집하여 파리에서 간행한 책이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것은 그 중 앞의 세 권이다. 그 중 제1권과 제2권은 1840년에, 제3권은 

1841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파레가 쓴 외과학 논문들 뿐 아니라, 217개의 도판, 

파레의 초상. 그의 연구에 대한 의학적 평가,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서양 외과의 

기원과 진보에 관한 간단한 역사적 서술, 그리고 파레의 생애와 업적을 간단히 소개한 

전기가 포함되어 있다.

1권부터 3권까지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권은 전체 서문과 

서론, 그리고 『파레 논문집』의 앞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서론은 3부로 되어 있으며, 

1부는 6세기에서 16세기까지 서양 외과학의 역사를, 2부는 16세기 중반의 외과학을, 

3부는 파레에 관한 짧은 전기와 그의 업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서술한다. 전체 서론 

다음에는 파레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 그림과, ‘파레 논문집’이 있다. 파레 논문집은 앙리 

3세에 대한 파레의 헌사, 독자 서문, 서론으로 시작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8장부터 18장까지는 2권에 수록되어 있다. 서론은 외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룬 

총론이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외과와 관련된 기초적인 해부학을 다룬다. 5장부터는 

외과 진료시의 주요 질환들을 다룬 각론으로, 종양(통론), 종양(각론), 창상(통론)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8장부터 18장까지는 3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8장은 종양(각론), 

9장은 총상과 자상, 10장은 타박상, 화상, 괴저mormal, 11장은 궤양, 치질과 치루, 

12장은 붕대 처치법, 13장은 골절, 14장은 탈구, 15장은 수술과 그 준비, 16장은 성병, 

17장은 보조기, 18장은 신체의 성장에 관해 다룬다. 3권에는 별도의 서문이 있고, 

파레 논문집의 19장부터 27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각 장은 외과적 처치만이 아니라 

기형아부터 약물까지 여러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본문 뒤에는 파레의 프랑스 

기행문, 동물과 인간의 능력 및 행태에 관한 논설, 마지막으로 바다, 하늘, 육지, 우주의 

괴물들에 관한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목차는 책의 가장 뒷부분에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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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기 의학

16
치루에 관한 논문
 Treatise on fistula in ano

이 책은 중세의 의사 존 아르덴John Arderne, 1307-1392이 

출판한 치질과 관장에 대한 지침서이다.

아르덴은 외과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치료법 상당수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지는 

않은데, 유년기에는 잉글랜드의 뉴어크온트렌트Newark-

on-Trent에 거주했으며, 1370년 런던으로 이주하여 

외과의사들의 모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00년 

전쟁 기간 중 영국의 헨리 오브 그로스몬트Henry of Grosmont, 

존 오브 곤트John of Gaunt의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활약했고, 

전쟁터에서 외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과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나 그는 

‘치루’fistula in ano라고 불리는, 항문 주변에 생기는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고도 개발했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치루에 관한 논문』은 

1장은 항문 주변에 종양 등으로 생긴 구멍, 혹은 상처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손발 부위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증상, 일반적인 괴저, 치질과 후증(혹은 

뒤무직)tenesmus, 직장의 탈출증prolapse과 같은 증상들, 그리고 

관장clyster에 대해서 묘사한다. 마지막 세 장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세척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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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의 성질과 그것을 만드는 방법,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총 4점의 

도판이 삽입되어 있는데, 14세기의 숙달된 외과 치료를 보여주는 도판과 저자가 실제 

치료를 하는 데 사용한 도구 및 15세기의 도구들, 마지막으로 당시 외과의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도판들이다. 이 책의 초판은 1910년 초기영어문헌협회Early 

English Text Society에서 출판되었고, 슈클라 문고에 있는 책은 1968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판본이다. 

           정세권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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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17

의학 실행과 해부학에 관한 저술들
 Georgii Baglivi ..., Opera omnia medico-practica et anatomica

『의학 실행과 해부학에 관한 저술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탈리아 의학자이자 과학자인 지오르지오 

바글리비Giorgio Baglivi, 1668-1707의 저서이다.

바글리비는 무엇보다 의학적 실행에서 실험과 

관찰의 역할을 중요시했고, 이를 통해 임상 의학의 

발전과 교육에 큰 공헌을 한 의사였다. 그는 특히 당대의 

주도적 의학 이론이었던 체액설, 즉 신체에 있는 네 

가지 체액들four humors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신체를 이루는 근육과 주요 기관들, 그리고 신경 

조직들의 정상적 작동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이론을 펼쳤다. 바글리비는 실제 동물 

해부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자 했으며, 그가 저술한 

이 책은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접근과 실제 관찰에 

바탕한 의학 실행의 중요성을 설파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바글리비는 1668년 라구사Ragusa(현재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다. 학업에 소질을 보인 그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당시 의대로서 명성이 높았던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의학 학위를 받은 

후 그는 파도바와 베네치아 지역에서 저명한 의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해부학과 관찰에 기반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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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1691년부터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의사, 특히 해부학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마르첼로 말피기Marcello Malpighi, 1628-1694의 조수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글리비는 여러 동물들의 기관을 직접 해부하며 그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에 바탕한 새로운 질병관과 치료술을 개발하며 명성을 높였다. 1694년 

그는 동물 해부를 넘어 그해 사망한 말피기의 사체를 직접 해부해 사인이었던 

뇌졸중cerebral apoplexy을 정확히 묘사하기도 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그는 이듬해인 

1695년 교황의 주치의로 임명되었다.

바글리비는 『의학 실행과 해부학에 관한 저술들』,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의학적 

실행의 발전이 지연된 이유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는 특히 고대 

의학자들이 체액설을 비롯해 광범위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치료들을 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해부와 

실험보다는 책과 이론에 근거한 의학이며 그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바글리비의 고대 의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의학자이자 교수였던 산토리오 산토리오Santorio Santorio, 1561-1636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산토리오와 마찬가지로 바글리비는 이 저서를 통해 근육과 신체의 

움직임이 마치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논하며, 해부학적 이해의 

우수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실험과 해부학을 통해서 신체의 여러 

기관에 대한 생리적인 이해, 그리고 운동과 혈액의 순환과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이렇듯 당대에 드디어 

관찰에 기반을 둔, 실험적이고 정량적인 이해에 근거한 질병의 진단과 임상 의학적 

처방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실험적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글리비는 이에 기반해 각 절에 구체적인 질병과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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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유를 위한 
헤르만 보어하브의 격언
   Aphorismes de Monsieur Herman Boerhaave sur la  
Connoissance et la Cure des Maladies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18

이 책은 네덜란드인 의학자이자 화학자인 헤르만 

보어하브Herman Boerhaave, 1668-1738가 저술한 의학서이다. 이 

책은 원래 보어하브가 라틴어로 쓴 원서를 라메트리Julien 

Offray de La Mettrie, 1709-1751가 프랑스어로 옮겨 1745년 

파리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네덜란드 

라이덴Leyden에서 1709년 출판되었는데, 이후 큰 인기를 

끌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각지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종류의 주석서까지 편찬되었다. 

이 책이 누린 인기는 당대 보어하브가 지닌 명성을 

반영한다.

보어하브는 17-18세기 유럽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인 라이덴 대학교Universiteit Leiden에서 1701년부터 

1738년까지 30년이 넘게 교편을 잡았던 학자로서, 의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의학 

강사로 라이덴 대학교에 임용되었다가 1709년에는 

의학 및 식물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1718년에는 화학 

교수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유럽 곳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어하브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는데, 그들 중에는 

후일 의학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알브레히트 폰 할러와 

제라르 판 슈비텐Gerhard van Swieten, 1700-1772도 있었다.

보어하브는 당시에 급속히 발전한 물리학, 

화학, 해부학의 성과들을 적용한 새로운 의학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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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동양의 기氣와 비슷한 개념인 프네우마pneuma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본 이전 시기의 의학자들과 달리, 보어하브는 생명이 유기체들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들을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학과 해부학의 지식들을 

근거로 질병을 이해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했으며 그 강의의 내용을 이 책으로 

출판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이어지는 본문은 보어하브의 생명관에 입각하여 당대 유럽에서 흔하던 질병 

또는 증상별로 진단과 치료에 유용한 1495개의 경구들을 98장에 나누어 담았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열병으로, 보어하브는 발열 양상과 동반된 증상에 

따라 22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외에 폐, 간, 피부 등 몸의 각 부위에 생기는 

질환과 각종 만성 질환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던 질병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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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19

존 헌터 업적집
   The works of John Hunter, F.R.S.  
4 vols.

이 책은 18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외과의사 존 헌터John 

Hunter, 1728-1793의 주요 연구 논문과 그에 대한 주석을 모은 

책이다.

헌터는 외과학에 실험이라는 연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외과학을 과학적인 전문 분과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당시 유럽 

의학계에서는 인체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대한 생리학적 

탐구, 인체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거의 연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외과 분야는 인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없이, 

사제 관계를 통해 수술 기법이 전수되고 경험의 축적에 

의존해서 지식이 생산 및 전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헌터는 실험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특수한 상태가 

인체 장기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다시 말해 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인체 조직의 상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데 몰두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이유였다. 염증과 관련된 헌터의 실험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성병의 병리적 진행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매독과 임질이 서로 다른 질병이 아니라, 

증상만 다르고 원인은 같은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성병 환자의 고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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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한 뒤 염증을 비롯해서 몸에 생기는 일련의 변화들을 꼼꼼히 추적했다. 비록 

매독과 임질이 동일한 질병이라는 헌터의 주장은 후일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실험 과정에서 그는 성병에 의한 염증의 병리적 기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여러 종류의 질병과 외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들을 파악하는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염증이 단순히 병적인 상태인 것만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밝혔다.

『존 헌터 업적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실험을 통해 헌터가 얻은, 질병이 인체 

장기에 일으키는 변화들 및 그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책은 헌터가 평생에 

걸쳐 수집 및 제작한 해부학 표본들을 모아 놓은 런던의 헌터 박물관의 확장 개편을 

기념하여 1835년에 출판된 시리즈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편집자는 

헌터가 젊은 시절에 근무했던 세인트 조지 병원St. George Hospital의 의사이자 영국 

왕립의사협회Royal Medical Society의 회원인 제임스 파머James F. Palmer, 1806-1871이다.

제1권은 드루리 오틀리Drewry Ottley, 1803-1882가 저술한 헌터의 전기 「존 헌터의 

삶」Life of John Hunter으로, 뒷부분에 부록으로 헌터의 외과 강의록 「외과학 강의」Surgical 

lectures를 싣고 있다. 제2권은 헌터가 저술한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치아의 질병과 그 병리적 진행 과정에 관한 논고」Treatise on the natural history and diseases of the 

human teeth이고, 다른 하나는 「성병에 관한 논고」A treatise on the venereal disease이다. 두 논문에 

각각 순서대로 토머스 벨Thomas Bell, 1792-1880과 조지 배빙턴George G. Babington, 1794-1856이 

주석을 달았다. 제3권은 헌터의 논문인 「혈액, 염증, 총상에 관한 논고」Treatise on the blood, 

inflammation, and gun-shot wounds, 「정맥 내막의 염증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the inflammation of 

the internal coats of veins, 「장중첩증에 관한 연구」On introsusception를 수록하고 있으며, 헌터의 

동맥류 수술법에 관해 그의 제자이자 매부인 에버라드 홈Everard Home, 1756-1832이 쓴 

해설과 증례들, 삼킴 근육 마비에 대한 약물 및 식이 치료에 관한 사례 연구A case of 

paralysis of the muscles of deglutition cured by an artificial mode of conveying food and medicines into the stomach, 

그 외에 헌터의 연구와 관련하여 홈이 관찰한 사례들에 대한 보고가 수록되어 있다. 

제4권은 동물의 병태 생리에 관한 헌터의 연구들Observations on certain parts of the animal 

oeconomy, inclusive of several papers from the Philosophical transactions, etc.을 싣고 있으며, 영국 해부학자 

리처드 오언Richard Owen, 1804-1892이 그에 주석을 달았다. 마지막인 제5권은 헌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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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표본들을 그린 도판집이다. 이 중 제5권을 제외한 나머지 네 권만이 슈클라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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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20

테오도르 데 마욘의 실용의학
 Theodori de Mayerne ..., Praxis Medica ...

이 책은 스위스 출신의 의사 테오도르 데 마욘Théodore de 

Mayerne, 1573-1655의 의학서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마욘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를 거쳐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교Université 

de Montpellier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1596년 

파라켈수스Paracelsus의 이론을 따라 의학에서의 화학 

물질 사용을 옹호하는 논문으로 졸업한 마욘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유럽 

일대를 여행하면서 의학 지식을 습득했다. 파리로 

돌아온 그는 해부학과 약학을 강의하는 동시에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양한 임상 사례들을 수집했다. 1600년 이후 

앙리 4세의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1610년 앙리 4세가 

암살되자 잉글랜드로 건너가 제임스 1세의 주치의가 

되었으며, 1616년에는 왕립의사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책은 1691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출판된 

것이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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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준
 Sanctorii Sanctorii, ..., Ars De Statica Medicina ...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21

『의학기준』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의학자이자 교수였던 산토리오 산토리오Santorio 

Santorio, 1561-1636의 저서이다. 이 책의 초판은 1614년에 

발행되었으며, 슈클라 문고의 이 책은 1728년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발행한 판본이다.

1561년 르네상스 말기의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태어난 산토리오는 새로운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도바 

대학교의 의학 교수로서 활동했다. 의학사에서 

산토리오는 무엇보다 정성적이었던 체액설humoral theory에 

중심을 둔 갈레노스주의 의학Galenic Medicine을 탈피하고, 

의학에 보다 정량적 접근법을 도입한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기계론적 철학mechanical philosophy을 의학에 적용한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는 생명체를 하나의 시계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와 

그 변화,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산토리오는 1614년에 첫 출판된 『의학기준』에서 

본격적으로 정량적 접근법을 사용해 인체의 

신진대사metabolism를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기계적인 철학에 기반해서 근본적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인 4체액four humors들에 대한 

정량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와 이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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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규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체온을 측정하고,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땀, 그리고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기기들을 발명하거나 개선했다. 

입으로 체온을 재는 온도계는 산토리오의 대표적 발명품 중 하나이다.

산토리오는 이 책 『의학기준』에서 이러한 측정 기기들과 정량적 실험 방법을 

통해 신진대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신진대사에 대한 정량적 연구에 기반하여 질병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실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선 산토리오는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 중 일부만이 신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는 점에 착안하며 

자신의 정량적 접근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나 몸 속 점막 등에서 증발, 발산하는 인체의 

배출물”perspiratio insensibilis, 혹은 불감증산, 不感蒸散의 형태로 피부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다. 

산토리오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기준』에서 어떠한 정량적 

측정 실험을 설계했는지 논의한다. 그는 외부와 격리된 실험실을 설계하고, 여기에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의자를 고안해 피실험자를 앉혔다. 그런 후 산토리오는 

질량을 측정한 음식을 제공하고, 피실험자의 식사 전후의 몸무게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한 사람이 생성하는 불감증산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배출물들이 매우 유독한 것이며, 

이것들이 신체를 통해 배출되거나 정화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험과 이론에 근거해 그는 『의학기준』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환경에서 환기를 중요시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으며, 정기적인 운동과 혈액과 같은 

체액의 방출을 중요한 의학 처방의 하나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의 ‘불감증산’에 

대한 독특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임상의학적 처방, 그리고 무엇보다 정량적 측정 방법은 

18-19세기 의사들, 특히 환경의학과 위생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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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업의 일선
 First lines of the practice of physic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의사이자 화학자, 농학자였던 

윌리엄 컬런William Cullen, 1710-1790이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위해 집필한 의학 지침서이다.

스코틀랜드 남서부 래넉셔Lanarkshire에서 태어난 

컬런은 1726년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약제사이자 

외과의였던 존 페이즐리John Paisley, ?-? 문하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런던과 서인도제도를 오가는 무역상선에서 

외과의로 일하기도 했다. 1732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그는 다시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수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면서 화학에도 관심을 가졌고, 

왕립의사협회 창립에 참가하기도 했다. 1736년 개업한 후 

컬런은 화학을 비롯한 과학 일반에 대해서도 연구하다가 

1744년 글래스고 의과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곳에서 생리학, 식물학, 약학, 화학을 가르치던 컬런은 

1755년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로 옮겨 수십 

년 동안 재직했다. 컬런은 영국의 의학 및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화학자 조셉 블랙Joseph Black, 1728-1799, 알렉산더 먼로Alexander 

Monro, 1733-1817, 박물학자 존 워커John Walker, 1731-1803 등이 

대표적이다.

두 권으로 인쇄된 『의업의 일선』은 질병을 주요한 

증상에 따라 분류하고 각 권마다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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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은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병과 염증으로 

나누어 따로 설명한다. 전반부에는 다양한 열병의 증상과 차이, 그리고 열병을 

일으키는 직간접적 원인 및 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설명한다. 

후반부에는 염증을 다루는데, 염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 등 일반적인 개론부터 

피부염, 눈의 염증, 뇌염, 인후염, 폐렴, 위염, 장염 등 신체 각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권에서는 염증으로 인한 출혈, 토혈, 과다월경과 같은 증상에 대해 부연한 

뒤, 신경 계통의 질환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풍과 같이 자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기력 약화로 발생하는 소화불량, 졸도, 히포콘드리 

증상Hypochondriasis, 열을 동반하지 않은 경련, 천식 등의 질병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건강 악화상태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기력 약화, 전신수종dropsy, 늑막수종hydrothorax 등의 질병이나 나쁜 습관이나 품행으로 

발생하는 성병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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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 개설
   Précis de la médecine pratique   
2 v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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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랑스 의사 조세프 리외토Joseph Lieutaud, 1703-1780가 

쓴 진료 지침서이다.

리외토는 친척인 의사이자 식물학자 피에르-

조세프 가리델Pierre Joseph Garidel, 1658-1737의 손에서 자라며 

그의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었다. 엑상프로방스Aix-en-

Provence에서 활동하다가 1752년에 파리로 이동한 그는 

루이 15세의 주치의 장-밥티스트 세낙Jean Baptiste Sénac, 

1693-1770의 도움으로 왕실 의사가 되었고, 아르투아Aritois 

백작의 주치의를 거쳐 나중에는 세낙의 뒤를 이어 루이 

15세의 주치의를 역임했다. 하지만 리외토는 곧 연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세프-마리-프랑수와 드 

라송Joseph Marie François de Lassone, 1717-1788에게 국왕의 주치의 

역할을 넘기고 연구에 전념했다.

리외토의 연구는 실제 의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는 이론적 체계와 사념적인 병인론을 거부했고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수업 때 사용되던 라틴어를 해당 

지역의 언어로 바꾸고자 했다. 또한 그는 가설이나 

견해가 아니라 임상과 부검을 통해 얻은 정확한 사실에 

무게를 두었으며, 책을 통해 얻은 지식만으로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리외토는 

사후 부검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1750년 이래 베르사유 병원으로부터 1,200구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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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받아서 부검했으며, 황태자 가족의 검시에도 참여했다. 부검을 통해 그가 

파악하고자 한 것은 죽기 전 환자의 증상과 신체에 있는 병변의 관계였다. 다시 말해 

신체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리외토의 시도는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강조하는 의학적 방법론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후일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리외토의 활동 중 널리 알려진 것은 천연두 예방접종이었다. 라송이 프랑스 

과학아카데미Académie de Sciences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1774년 6월 18일 리외토가 

마를리Marly 성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성과는 

예방접종에 대한 프랑스 인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 외에도 

리외토가 과학아카데미에 발표한 연구들은 담낭의 병리, 축농증, 수두증, 소뇌의 종양, 

비장, 심장, 위의 병리 해부, 갑상선의 낭포, 위의 수축과 비장 비대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리외토의 저술들은 의학의 실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742년 출판된 그의 논집 『해부학에 관한 에세이』Essais anatomiques는 30년간 널리 

읽히다가 학술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1776년과 1777년 『해부학의 역사와 실제』Anatomie 

historique et pratique로 재출간되었다. 이 책은 태아와 성인의 해부를 위한 자세한 방법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766년에는 약물에 관한 책인 『약초학 개설』Précis de la matière 

médicale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쓰였으며, 약리학적 복잡성에 따라 

약물을 분류하고 그 적응증과 복합 처방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다.

『임상의학 개설』은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던 질병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의 초판은 1759년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책은 파리에서 1777년에 간행된 2판이다. 총 2책이며, 1책은 1권, 

2책은 2권과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권은 내과적 질병을 다루며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전신 질환, 즉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질환들, 2장은 두부의 

질환, 3장은 흉부의 질환, 4장은 하복부의 질환을 다룬다. 2권은 외과적 질병을 

다루며,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전신 질환, 2장은 두부의 외과적 질환, 

3장은 몸통과 사지의 질환, 4장은 피부의 질환을 다룬다. 3권은 여성과 아이의 질병에 

관한 내용으로, 1장은 여성, 2장은 아이에 대해 서술한다. 각 장은 증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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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구분하고 그 치료에 대해 서술하는 데, 수술 치료보다 약물 치료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책의 구성은 진료 현장에서 진단 및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중시한 리외토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18세기 

프랑스에서 널리 추구되던 실제 의학의 모습을 알려주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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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 의학 및  
생리학 업적집
 Bernardini Ramazzini, ... Opera omnia medica & physiologica

이 책은 17세기 이탈리아 의학자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 

Bernardino Ramazzini, 1633-1714의 저술을 모은 유고집이다.

라마치니는 ‘산업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직업이나 환경이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그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술한 바 있으며, 로마 

시대의 갈레노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독일 의사 아그리콜라는 많은 광산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한 먼지 때문에 천식을 앓고 

심지어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17세기 이전에 직업과 관련된 질병을 다룬 

의사들과 라마치니가 구분되는 점은, 직업병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보고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직업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라마치니는 1700년 직업병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집약한 저서 『노동자의 질병』De morbis artificum diatriba을 

발표하고, 그 서문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직업력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 직업병 검진에 있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형성이 갖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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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석공, 레슬링 선수, 농부, 조산원, 군인, 서기, 성직자 등 사회적 계층을 초월한 

52개 직종에서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들을 망라했다. 라마치니는 이 질환들을 수은, 

납, 먼지 등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작가에서 나타나는 

근육 경련이나 구두수선공에서 나타나는 어깨 변형처럼 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로 구분하여 다루면서, 그 예방책과 치료법을 

제시했다.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 의학 및 생리학 업적집』은 이탈리아 론디니Londini에서 

1718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제네바 의사 장 자크 망제Jean-Jacques Manget(라틴어 

이름은 Johann Jacob Mangetus), 1652-1742가 쓴 서문과 라마치니에 대한 짤막한 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은 총 10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노동자의 질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여러 주제에 대한 강연록을 

비롯하여,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 1608-1647 수은주의 높이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전염병들, 수력학을 이용한 치료법 등 의학과 관련된 

라마치니의 각종 논고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노동자의 질병』은 1713년 

출간된 제2판으로 라틴어로 쓰였으며, 1940년 윌머 라이트Wilmer Cave Wright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에서 출판된 이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한국 등지에서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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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근대화

25

의학적 탐구와 관찰
 Medical inquiries and observations  
 2 vols.

이 책은 미국의 의사이자 계몽주의자이며 미국의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벤저민 러쉬Benjamin Rush, 1746-1813의 

저술들을 모은 책이다.

러쉬는 지식의 진보와 인문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면서 여러 사회개혁 

운동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여러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의학과 화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어릴 적부터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러쉬는 뉴저지 

장로교 대학Presbyterian college of New Jersey에 입학해서 총장인 

새뮤얼 핀레이Samuel Finley, 1715-1766의 영향을 받아 법학을 

공부하다가,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다니면서 존 레드먼John Redman, 1722-1808이라는 

의사에게 도제 수련을 받았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들은 존 모건John Morgan, 1735-1789의 약초학 강의를 계기로, 

러쉬는 화학에도 깊은 흥미를 느끼고 연구하게 되었다. 

모건의 권유로 러쉬는 1766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사이자 화학자인 조지프 블랙Joseph Black, 1728-

1799의 화학 수업을 듣고, 의학과 화학이 교차하는 연구 

주제인 위의 소화 작용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등 

화학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다. 에든버러 대학교를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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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러쉬는 영국 각지의 공장들을 순회하며 화학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찰했고, 당시 화학계를 선도하던 앙투안 보메Antoine Baumé, 1728-1804, 피에르 

마케르Pierre Macquer, 1718-1784, 오귀스탱 루Augustin Roux, 1726-1776 등의 프랑스 화학자들을 

방문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1769년 필라델피아 대학교의 화학 교수에 

임명되었다. 러쉬의 연구는 주로 의학과 화학이 긴밀하게 연관된 분야인 약물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러쉬는 의학과 화학을 동시에 연구하는 일이 그보다 앞서 

활동한 의학자이자 화학자 헤르만 보어하브와 윌리엄 컬런의 전통을 계승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화학에 대한 러쉬의 관심이 연구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화학과 그 사회적인 유용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활발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러쉬는 1775년 대중을 대상으로 화학 강연을 시작했고, 1787년에는 

필라델피아 영레이디스 아카데미Academy of Young Ladies of Philadelphia에서 일련의 강의를 

시행했다. 이 대중 강연은 1789년 10월에 모건이 사망하여 그 교수직을 러쉬가 

물려받을 때까지 계속 되었다.

러쉬는 열정적인 연구자였지만 그의 연구법이나 이론이 직접 후대에 전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화학과 의학을 동시에 연구하며 그 접점을 찾았지만, 19세기에 

부상하여 오늘날까지 의학 연구에서 중시되는 과학적 실험을 의학에 도입하지는 

않았다. 러쉬의 제자들 및 후속 연구자들은 의학 연구에 실험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한 반면, 러쉬는 논리적인 유비를 사용해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다. 질병이 동맥의 압력 증가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조절함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러쉬의 병인론 또한 당대 의사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제시한 사혈 치료는 많은 이들의 비판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의학과 과학을 연결하려는 시도 및 임상에서 러쉬가 강조한 면밀한 관찰, 환자에 

대한 헌신, 환자-의사 관계의 중요성 등은 의사가 가져야 할 직업적인 자세를 후대에 

제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의학적 탐구와 관찰』은 주로 필라델피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의 

원인, 증상, 및 그에 대한 치료 등을 다룬 러쉬의 강연록, 임상기록, 논문, 그리고 

미출판 원고들을 모은 선집이다.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권 초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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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필라델피아에서 출판되고, 이어서 2권은 1794년에, 3권은 1794년에, 

4권은 1796년에, 5권은 179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초판이 간행되었다.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것은 3권과 4권이다. 이 중 3권은 제2판으로 같은 해에 출판되었던 

제1판에서 서문의 편집 양식을 바꾸고 본문에 있던 몇몇 오류를 수정하여 재간행된 

것이다.

1권은 러쉬의 스승이자 출판 당시 펜실베이니아 의학교의 총장이던 레드맨John 

Redman, 1722-1808에 대한 헌정사를 담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의학, 펜실베이니아의 기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펜실베이니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 군인 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들, 미국 독립이라는 사건이 인체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총 18장에 걸쳐 다룬다. 2권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적 요소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술이 인체 및 사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건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필라델피아에서 1789년에 창궐한 급성 

전염병들 및 결핵, 수종 등의 만성 질환, 노화로 인한 신체 및 정신의 상태와 그 

치료법 등을 다룬다. 3권은 “1793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담즙성 이장성 황열에 

관한 설명”account of the bilious remitting yellow fever as it appeared in the city of philadelphia in the year 

1793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던 황열의 원인, 

증상, 경과, 치료에 관한 러쉬의 견해를 69개의 장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4권은 

“1794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담즙성 이장성 및 간헐성 황열에 관한 설명, 발열의 

예상 원인에 관한 연구, 어떤 질병들의 치료법으로서 사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변론”an account of the bilious remitting and intermitting yellow fever, as it appeared in philadelphia in the year 

1794 together with and inquiry into the proximate cause of fever and a defence of blood-letting as a remedy for 

certain diseases이라는 부제 아래, 전반부에서는 황열의 다양한 증상, 원인, 치료법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러쉬가 강력히 지지하던 치료법인 사혈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들과 그 효과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5권은 “1897년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황열에 관한 설명, 통풍과 공수병의 특성 및 치료에 관한 관찰”an account of 

the yellow fever as it appeared in philadelphia in 1797 and observations upon the nature and cure of the gout, 

and hydrophobia이라는 부제를 지니고 있으며 황열에 관한 추가된 정보들과 통풍 및 

공수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빈발하던 황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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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그 증상, 치료, 병인에 관한 러쉬의 논의를 통해 18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질병 및 진료 상황에 대해 보여준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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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26

토머스 시드넘의 연구
 The works of Thomas Sydenham, M.D.

이 책은 영국 의사 토머스 시드넘Thomas Sydenham, 1624-1689의 

논문집이다.

시드넘은 청교도 혁명 시기에 의회파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8세가 되던 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고 의회군의 장교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적극적인 의회파 인물들이 그러했듯 

정치, 사회, 종교의 개혁과 우상 타파를 주장했으며, 

의학에도 전통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646년 왕당파 군대가 패퇴하자 학업에 복귀한 시드넘은 

1648년 의학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개원의로 

잠시 활동한 뒤 런던으로 이사했다. 이후 잠시 프랑스 

몽펠리에로 유학을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고, 시드넘은 

계속 런던에서 활동하며 임상의사로서 명성을 누렸다. 

그는 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화학자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 등 저명한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친분을 쌓았다.

시드넘의 잘 알려진 의학적 업적은 

질병분류학nosology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다. 그는 

고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경계하며, 질병 

현상에 대한 경험 및 면밀한 관찰을 중시했고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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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사로서의 자세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강조한 바와 닮았기 때문에, 그는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축적된 관찰과 경험을 기반으로 시드넘은 질병이 식물 및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질병관을 세웠다. 이 견해는 동식물에 종의 구분이 있듯이 각각에 질병에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나름대로의 특징, 즉 증상과 경과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 질병의 

자연사를 자세히 관찰하여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이 그의 의학적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었다. 시드넘은 질병의 증상과 경과에 대한 세밀하고 방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 비슷한 사례들을 묶어 유형을 구분한 다음 유형과 유형을 비교하면서 질병 

분류의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그가 만든 질병 분류 체계는 오늘날 질병 분류 방식의 

토대가 되었다.

시드넘의 연구는 질병의 증상과 경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후, 풍토 등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에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수년 동안 런던에서 

열병의 발병 양상과 기후를 관찰하여 어느 해, 어느 계절에 어떤 유형의 열병이 

발생했는지, 그 당시의 기후는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뒤, 그것과 평균 기후를 

비교하여 ‘전염병의 구성’epidemic constitution이라는 학설을 만들었다. 이 관점은 질병을 

증상과 경과 뿐 아니라, 기후 조건 같은 원인에 따라서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처럼 시드넘은 질병의 원인, 증상, 경과를 관찰, 기록, 분류함으로써, 질병을 

정의하고 치료하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근대 의학의 방법론 

성립에 초석이 되었다.

『토머스 시드넘의 연구』는 라틴어로 된  『토머스 시드넘 전집』Thomae Sydenham opera 

omnia의 영역본이다. 『토머스 시드넘 전집』은 1666년부터 1685년까지 시드넘이 발표한 

논문들을 모은 책으로, 영국 의사 윌리엄 그린힐William Alexander Greenhill, 1624-1689에 의해 

편집되어 1844년에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이어서 영국 의사 로버트 레이덤Robert Gordon 

Latham, 1812-1888이 라틴어본을 영어로 번역하여 1848년 런던에서 『토머스 시드넘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간행했다. 이 책은 총 2권이며, 그 중 제1권만 슈클라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제1권은 1666년에 초판이 발행된 시드넘의 논문집 『의학적 관찰』Observationes 

Medicae의 영역본으로, 서두에 역자 서문, 시드넘에 대한 짧은 전기인 「시드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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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Life of Sydenham, 「약초 및 조제약」Materia medica and preparations,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약초 및 조제약」은 시드넘이 기술한 약초와 약물들 가운데, 당시 영국의 표준 약전에 

수록되지 않은 명칭으로 표기된 것들과 그 번역어를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은 시드넘이 영국 의사 존 메이플토프트John Mapletoft, 1631-1721에게 바친 『의학적 

관찰』 제3판의 헌사, 보일을 위한 초판의 헌사, 제3판 서문, 초판 서문, 로크의 시로 

시작하며, 그 뒤에 『의학적 관찰』의 본문이 나온다. 이 의학 논문들은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간헐열, 콜레라, 이질, 수두, 천연두 등 각종 전염병의 경과와 

치료를 다룬다. 각 장은 시간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1장은 1660년대 전반, 2장은 

1660년대 중반, 3장은 1660년대 후반, 4장은 1660년대 말과 1670년대 초반, 5장은 

1670년대 중반에 발생한 전염병들을 다루며, 6장은 간헐열, 홍역, 흉막염, 흉막폐렴, 

류머티즘Rheumatism, 단독, 편도주위 농양들의 자연사와 치료법을 질병별로 서술한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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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파탱 씨의 새로운 서신들
   Nouvelles lettres de feu Mr. Gui Patin, tirées du cabinet de Mr. 
Charles Spon  
2 vols.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27

이 책은 프랑스의 의사인 기 파탱Gui Patin, 1601-1672이 의학 

혹은 의술에 적은 원고를 묶은 것이다.

파탱은 파리 의과대학의 학장을 역임했고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책은 

파탱이 리옹의 의사 샤를 스퐁Charles Spon, 1609-1684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인데, 총 165통의 편지가 두 권의 

책에 나누어져 실려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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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해부학의 비석
   Sepulchretum sive anatomia practica  
3 vols.

이 책은 17세기 스위스 의사 테오필 보네Théophile Bonet, 1620-

1689의 병리학 저서이다.

보네는 볼로냐 대학교에서 1643년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스위스의 도시인 뇌샤텔Neuchatel에서 

개업하여 부와 명성을 얻었다. 진료뿐 아니라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16세기 이래 안드레아 

베살리우스, 윌리엄 하비 같은 의학자들이 풍부한 해부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자신 또한 환자의 사후 부검을 통한 해부학, 

병리학 연구에 열중했다. 보네의 부검은 주로 사망한 

환자의 조직 변화와 그가 생전에 보인 증상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 보네는 어느 

질병이 어떤 증상을 야기하고,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밝혔으며, 이를 기초로 

한 질병 분류 체계와 합리적인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

보네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진료 경험들을 여러 

편의 책을 통해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 저작은 1668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된 『의사들의 등대』Pharos medicorum로, 

그가 청력을 잃고 진료를 그만두기 직전에 쓴 진료 

지침서이다. 이 책은 프랑스 의사 기욤 드 바이유Guillaume de 

Baillou, 1538-1616의 저술을 모델로 했으며, 다른 의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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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종합하여 내린 임상적 판단들을 수록했다. 보네는 이보다 자세한 지침서인 

『메르쿠리우스 콤피탈리티우스』Mercurius compitalitius를 1682년에 발표했으며,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되어 『임상 의사의 길잡이』A guide to the practical physician라는 제목으로 1684년 

런던에서 간행되었다. 이어서 1686년 보네는 덴마크, 영국, 독일 등지의 최근 20년간 

임상 사례들을 모은 『북부 의학』Medicina septentrionalis collatitia을 저술했다. 이 책은 연도별로 

정리된 증례집으로서, 당대의 과학적 발견들과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다.

보네의 저술들 중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연구는 30년에 걸친 진료 경험과 3,000건 

이상의 사후 부검 성과를 집약한 『실용 해부학의 비석』이다. 이 책의 초판은 1679년에 

제네바의 출판사 레오나르디 쇼외Leonardi Chouët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슈클라 문고 

소장본은 1700년에 제네바에서 크레메 에 페라송Cramer et Perachon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은 총 3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권에는 본문 앞에 보네의 초상화, 

제네바 의사 장-자크 망제가 쓴 서문, 그리고 저자 서문이 있으며, 본문은 제1부와 

제2부를 포함한다. 2권은 제3부로, 3권은 제3부의 마지막 부분과 제4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주로 두경부의 질병들을 다루고, 제2부는 흉부의 질병들, 제3부는 복부 및 

생식기의 질병들, 제4부는 골관절의 질병과 열병, 그리고 종양을 위주로 서술된다. 

보네는 질병 각각에 대해 증상과 병리 소견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한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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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해부학
 The anatomy of the human body

이 책은 영국의 외과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윌리엄 

체셀든William Cheselden, 1688-1752이 쓴 해부학 교과서이다.

체셀든은 런던에 있는 성 토머스 병원St. Thomas’s 

Hospital에서 1703년에 외과 수련을 시작하여 1711년에 

외과의사-이발사 협회Barber-Surgeon’s Company로부터 

외과의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는 요도망울샘 

발견으로 유명한 의학자 윌리엄 쿠퍼Willam Cowper, 1666-

1709와 함께 지내며 해부학을 공부했다. 체셀든은 당시 

영국에서 법적인 허가를 얻기 어렵던 사체 부검을 

비밀리에 시행하면서 1709년부터 자택에서 해부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개설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위한 

교재 『인체 해부학』을 1713년에 출판했다. 그는 1719년 

성 토머스 병원의 외과 주임이 되었으며, 캐롤라인 

왕후Queen Caroline, 1683-1737, 시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 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 등 영국의 

유명 인사들을 진료했다. 이후 그는 새로 건립된 성 

조지 병원을 거쳐 첼시 병원Chelsea Hospital으로 전임했다가 

그곳에서 은퇴했다.

체셀든의 잘 알려진 업적 중 하나는 방광결석 

치료법의 혁신이다. 수련 시절 그의 스승은 결석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신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인 

쇄석술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고, 이에 따라 체셀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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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결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자신만의 

치료법을 고안했다. 그가 개량한 쇄석술은 약 2세기동안 영국에서 방광결석의 

표준적 치료법으로 사용되면서 그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불렸다. 그때까지 

쇄석술은 일반적으로 방광이 위치한 배꼽 아래의 하복부에 시행되었는데,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았다. 그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체셀든은 하복부가 아닌 

회음부를 통해 방광에 접근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이 방법은 원래 1690년대 프랑스 

의사 프리아 자크 드 볼리외Friar Jacques de Beaulieu, 1651-1720가 고안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셀든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방법을 개량해서 회음부 

옆쪽을 통해 방광결석에 접근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리고 자신의 기법을 1732년에 

출판된 『인체 해부학』 제4판에 부록으로 발표했다.

체셀든은 쇄석술의 발전 뿐 아니라 외과의사의 전문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영국에서 합리적인 수술이 18세기부터서야 비로소 자율적인 외과의사 집단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전문적인 외과의사 단체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심도 있는 교육이 시행될 때에야 외과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그는 외과의사-이발사 협회를 독립적인 외과의사 협회와 이발사 협회로 분리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과 정치적 로비를 

동원했다. 1745년 5월 외과의사-이발사 협회는 마침내 외과의사 협회와 이발사 

협회로 분리되었으며, 체셀든은 외과의사 협회의 첫 회장이 되었다.

이처럼 외과의사의 전문화에 힘쓰던 체셀든은 외과 교재와 도판의 출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713년에 그의 해부학 교재로 런던에서 출판된 『인체 

해부학』은 이후 15판까지 간행되었고, 1790년 독일어 번역되었으며, 1796년에는 

미국에서도 발행되었다.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책은 1806년 보스턴에서 출판된 

미국본 제2판이다.

이 책은 앞부분에 영국 의사 리처드 미드Richard Mead, 1673-1754에 대한 헌사, 

체셀든의 다른 저서에 대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에 이어지는 본문은 서론과 

총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뼈, 2부는 근육을 개괄하고, 3부는 근육보다 

안쪽에 있는 막들과, 복벽, 장간막, 내장 기관, 그에 분포하는 혈관 및 림프관 등 

복부의 구조물들, 그리고 두개골 안쪽에 있는 뇌막과 뇌, 신경을 다룬다. 4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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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생식기, 태아의 신체 구조, 감각기관들에 대해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5부는 

쇄석술에 대해 소개한다. 이 책에서 가장 자세하게 논의되는 부분은 뼈, 그 중에서도 

척추이다. 체셀든은 척추를 구성하는 각 뼈의 형태, 위치, 그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척추의 굴곡이 인체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장기들이 놓일 공간을 

제공함을 밝힌다. 특히 그는 경추의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면서, 그에 연결된 인대와 

경추를 관통하는 혈관들의 주행 경로를 밝히며, 경추 골절시 급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인체 해부학』과 함께 널리 알려진 체셀든의 해부학 교재는 뼈에 관한 도판집 

『골 묘사』Osteographia(1733)이다. 이 도판집은 뼈에 관한 체셀든의 해부학 도상들을 모은 

것으로, 체셀던은 이 도판들을 제작하는 데 카메라의 전신인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를 이용한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며, 인간 뿐 

아니라 거북이, 곰, 백조, 개, 고양이 등 여러 동물들의 해부 도판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핵심은 56개의 도판으로 이루어진 인체 골격으로, 척추의 구조를 세밀하게 

표현하며 척추의 정상 구조 뿐 아니라 기형에 관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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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생리학 원리
   Elementa physiologiae corporis humani  
5 vols.

이 책은 스위스의 해부학자이자 생리학자 알브레히트 폰 

할러Albrecht von Haller, 1708-1777가 집필한 생리학 입문서이다.

1708년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난 할러는 어릴 적부터  

언어에 상당한 재능을 보여, 열 살이 되기 이전에 라틴어뿐 

아니라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익혔고, 오비디우스나 

호라티우스 같은 고대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열여섯 살 되던 해 튀빙겐 대학교Universität Tübingen에 

입학했으나, 1년 뒤 라이덴 대학교로 옮긴 할러는, 그곳에서 

저명한 보어하브를 만나 의학을 공부했다. 1727년 

라이덴 대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가까이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식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729년 베른으로 돌아와 

개업한 그는 환자 치료 외에 식물학 및 해부학 연구를 

지속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1736년 새로이 설립된 괴팅겐 

대학교Universität Göttingen의 의학, 해부학, 식물학 및 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식물정원과 강의용 

극장을 만들었고 해부박물관을 설립하여 직접 400구 

이상의 시체를 해부하기도 했다.

1757년부터 1766년 사이에 저술된 8권의 

『인체생리학 원리』는 근대 실험생리학을 확립했다고 

평가받는 저서이다. 제1권은 인체의 혈관, 제2권은 피의 

운동과 인체의 다양한 체액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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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부터 제7권까지는 인체의 각 기관들에 대해 나누어서 설명한다. 호흡계(제3권),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제4권), 인체 내외부의 감각기관(제5권)을 각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소화기관은 제6권(위, 비장, 췌장, 간)과 제7권(창자, 비뇨기)에서 

다룬다. 제7권의 중후반부는 정액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뒤이어 

제8권에서 임신과 태아의 문제를 다룬다. 슈클라 문고에는 제1-5권까지 소장되어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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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 원리
 First lines of physiology

이 책은 스위스의 해부학자이자 생리학자 알브레히트 폰 

할러Albrecht von Haller, 1708-1777가 집필한 생리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총 1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인체의 세포 및 섬유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2장은 혈관을 비롯한 

신체의 여러 도관에 대해 설명한다. 3장은 정맥, 동맥을 

통해 혈액이 어떻게 운동하고 순환하는지, 4장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묘사한다. 5장은 혈액 및 인체의 

다양한 체액에 대해, 6장은 특히 동맥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으며 뒤이어 인체의 분비작용(7장), 호흡(8장), 목소리와 

발화(9장)에 대해 설명한다. 10장은 뇌와 신경, 11장은 

근육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12장부터 17장까지는 

다양한 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에 대해 

묘사한다. 18장에서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운동에 대해, 

19장에서는 소화에 있어 위의 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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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하비 업적집
 The works of William Harvey

이 책은 의학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영국 의학자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의 

해부학 및 생리학 연구를 모은 책이다. 하비는 영국 

켄터베리Canterbury에 있는 킹스 스쿨King’s School을 졸업하고 

1593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여 교양과목들과 

의학을 공부한 뒤, 1600년 의학으로 명성이 높던 파도바 

대학에 유학했다. 그곳에서 하비는 히에로니무스 

파브리치우스, 줄리우스 카세리우스로부터 실습을 

중시하는 파도바 대학교의 세밀한 해부학 연구 전통을 

배웠고, 귀국 후 런던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그는 1607년 

왕립 의사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의 회원이 되었으며, 

1609년부터 성 바르톨로뮤 병원St. Bartholomew Hospital에서 

근무하다가 1618년에 국왕의 주치의가 되었다. 이후 

하비는 국왕의 측근으로 활동하다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비의 잘 알려진 업적은 1648년에 발표한 

연구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고찰』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을 통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17세기까지 갈레노스의 

전통적인 의학 이론을 따르던 사람들은, 정맥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간에서 몸 전체로 피를 나르고, 동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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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서 생기를 받아 맑아진 피를 운반하며, 신체 각 부위로 운반된 피는 영양과 

생기를 공급하고 소모된다고 믿었다. 이런 관점에서 심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되었는데, 오른편은 정맥에서 받은 피를 폐로 보내고, 왼편은 심장을 좌우로 

양분하는 격막을 통과해서 온 피를 받아 생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하비는 이런 전통적인 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을 

오른쪽 동맥을 통해 폐로, 왼쪽 동맥을 통해 사지와 내장으로 방출하며 심장 가운데의 

격벽을 통해서는 피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사지와 내장을 거친 

피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며, 정맥과 동맥의 피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요컨대 하비의 주장은 심장 수축에 의해 피가 동맥으로 나가서 

정맥을 통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런 견해는 갈레노스의 이론과 완전히 달랐으며, 

단순히 혈액과 심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소화, 혈액, 호흡 등 여러 

인체 기관들의 역할과 생명 현상의 원리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하비의 연구가 전통적인 의학 연구와 달랐던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실험의 

도입이었다. 그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방출되는 혈액량을 측정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박동할 때 몸으로 보내지는 혈액량을 계산하여, 체내에 존재하는 전체 

혈액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심장을 통해 방출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사고 

실험을 통해 사람의 식사량을 고려할 때, 이처럼 많은 피를 식사에 의해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몸에 보내진 피가 없어지지 않고 심장으로 

돌아와 다시 동맥을 통해 방출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뿐만 아니라 하비는 혈액의 순환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정맥과 동맥을 묶어서 혈류를 차단하면, 정맥의 경우 묶인 부위를 기준으로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피가 모이고 동맥의 경우 심장에서 먼 쪽에 피가 모이는 것을 

보임으로써, 혈액이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정맥으로, 정맥에서 다시 심장으로 

흐름을 입증했다. 나아가 그는 비슷한 실험을 통해 스승 파브리치우스가 발견한 

정맥의 판막이 피를 심장 쪽으로 통과시키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권위를 누려온 갈레노스의 이론을 전복하고, 근대 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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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소인 실험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하비는 일견 근대적인 의학자로 보이지만,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르네상스 시기 학자들의 특징인 고대 그리스를 계승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혈액 순환이 일어나는 목적과 동인에 대해서 하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목적인’ 개념과 자연-인간의 유비를 받아들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신의 섭리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는 

목적인 개념에 따라, 혈액순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과 인체를 대우주와 소우주에 비유하면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교감에 주목한 것처럼, 하비 또한 자연에서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내리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체에서도 혈액 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이런 

하비의 태도는 인체 현상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 계산하고, 기계적, 비의도적인 

것으로 파악한 근대의 기계론자들의 접근법보다, 오히려 르네상스 시기의 학자들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윌리엄 하비 업적집』는 라틴어로 쓰인 하비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영국 의사 

로버트 윌리스Robert Willis, 1799-1878가 편역하여 런던에서 발간한 책이다. 이 책은 서문, 

윌리스가 쓴 하비에 대한 간단한 전기, 하비의 유언장, 그리고 하비의 연구들에 대한 

영역본으로 되어 있다. 하비의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제1장은 1648년에 

발표된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고찰』이고, 제2장과 제3장은 

하비의 혈액순환 이론을 비판한 프랑스 해부학자 장 히올랑Jean Riolan, 1577/1580-1657에게 

보낸 편지이다. 하비의 혈액순환 이론은 당대 의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으며, 그 중에서 히올랑은 하비의 이론과 갈레노스의 이론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인물이다. 하비는 혈액순환 이론에 대한 공개적인 변론을 삼갔으나, 평소 

존경하던 히올랑의 비판에 대해서만은 응답을 보냈다. 제4장은 하비의 말년 

연구인 『동물의 생식에 관한 고찰』Exercitationes de Generatione Animalium(1651)의 번역본이고, 

제5장은 152세까지 살았다고 알려진 영국인 토머스 파Thomas Parr, 1483?-1635를 부검한 

보고서이다. 이 부검의 목적은 그의 장수에 기여한 해부학적 요인을 찾는 것이었으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비는 서술한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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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초 벨리니의 소변, 맥박,  
열병 그리고 머리와 가슴의  
질병에 대한 논문
   ... Laurentii Bellini ... Opuscula practica de urina, pulsu, 
sanguinis missione et febri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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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로렌초 

벨리니Lorenzo Bellini, 1643-1704의 책이다.

1643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벨리니는 스무 살에 

콩팥의 구조에 대해 연구했고, 1662년에 오늘날 

‘벨리니관’Bellini’s duct이라고 불리는 유두관을 설명했다. 

피사 대학교Università di Pisa의 의학 교수가 된 벨리니는 

해부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이후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3세, 교황 클레멘트 11세의 주치의가 되었다.

이 책은 소변과 혈액, 맥박과 관련된 질병 혹은 

열병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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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하브의 잠언
 Boerhaave’s aphorisms

이 책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헤르만 

보어하브Herman Boerhaave, 1668-1738가 질병에 대한 지식과 

치료법을 정리한 것이다.

1,500여 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이 책은 서론부터 

섬유조직, 체액의 질병, 골절상, 타박상, 탈구, 염증, 화상 

등 다양한 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여러 

종류의 열병과 신체의 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염증들, 예를 들어 후두염과 폐렴부터 위염, 신장염 

등 많은 염증에 대해 살펴본 후, 강경증catalepsy과 같은 

정신병이나 혼수상태, 간질, 우울증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책의 후반부에서 노인에게서 잘 나타나는 

통풍이나 류머티즘, 임신한 여성이 걸리기 쉬운 질병들, 

산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나 

결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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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실습 개론
 A compendium of the practice of physic

이 책은 독일의 해부학자이자 외과의사, 식물학자였던 

로렌츠 하이스터Lorenz Heister, 1683-1758이 쓴 의학 및 의술에 

대한 개론서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하이스터는 기센 

대학교Universität Gießen와 베츨라어 대학교Universität Wetzlar에서 

해부학을 공부했고, 1707년부터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War 

of the Spanish Succession 기간 동안 브뤼셀과 겐트Ghent의 야전 

병원에서 일했다. 이후 유럽의 여러 곳곳을 여행하면서 

해부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공부했는데, 그 중 하나가 

보어하브의 강의였다고 한다. 1708년 하르데르베이크 

대학교Universiteit van Harderwijk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알트도르프 대학교Universität Altdorf의 해부학 및 외과 

교수가 되었고, 1720년부터는 헬름슈테트 대학교Universität 

Helmstedt의 교수가 되어 계속 재직했다. 하이스터는 

‘기관절개술’tracheotomy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 사후 

충수염을 확인하기 위한 해부도 진행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책은 신체 및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치료법에 대해서 개괄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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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르 리비에르의 의학 고찰
 Les observations de médecine de Lazare Rivière, ...

이 책은 프랑스의 의사인 라자르 리비에르Lazare Rivière, 

1589-1655의 저서이다. 이 책은 1680년에 첫 출판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슈클라 문고 

소장본은 1694년 출판된 개정판이다.

이 책의 저자인 리비에르는 1589년 의학의 

도시로 유명한 몽펠리에에서 태어나 1611년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1620년 이 대학의 

약학과 외과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몽펠리에 대학교의 

의과대학은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교와 함께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었다.

리비에르는 약학과 외과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몽펠리에 대학교의 의학 교수로서 이 두 영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우선 화학적 방식으로 

합성된 약과 약초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약초나 화학 물질들이 발견되면 항상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약학 분야에서의 그는 

감기, 기관지염, 진정제sedative 등 여러 유용한 처방전을 

개발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커피와 라임을 혼합해 만든 

약, ‘리비에르의 구토 방지제’l’anti-émétique de Rivière로 그 

이름을 남겼다. 그는 약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외과, 

특히 인체 해부에 입각한 지식으로 외과 수술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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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헌을 했다. 그의 주저로 알려져 있는 1663년 『의학 저술들』Opera Medica Universa에서 

그는 자신의 해부학적인 지식과 외과 수술 경험에 입각해서 신체 기관을 상세히 

묘사하고 심장병 등 여러 질병과 종양 제거법 등의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논의했다.

1680년에 첫 출판된 『라자르 리비에르의 의학 고찰』은 황달 등 여러 질병에 대한 

고찰을 나열한 책으로 그 증상에 대한 서술, 이의 발병 원인, 그리고 치료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인체에 대한 방대하고 깊은 해부학적 지식과 질병에 

대한 그의 자세한 서술이 잘 나타나 있다. 책 전체의 구성은 지난 4세기를 한 세기 

별로 나누고, 그 시기에 두드러진 의학적 발견과 치료법에 대해 첫 번째 고찰, 두 번째 

고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각 항목은 우선 질병의 이름을 명시한 후, 리비에르가 

1-2페이지 정도로 작성한 특정 질병에 대한 서술, 발병 원인, 가능한 치료법 등에 

대한 의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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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해부학:  
자비에르 비샤의 마지막 강의
 Pathological anatomy: the last course of Xavier Bichat

이 책은 프랑스 생리학자이자 해부학자이며, 임상 관찰을 

중시한 파리 임상학파 중 한 명인 자비에르 비샤Marie 

Francois Xavier Bichat, 1771-1802의 병리학 저술이다.

비샤는 1771년에 태어나 1802년 약 30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분야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몽펠리에 대학교의 생리학자 

폴 바르테즈Paul Joseph Barthez, 1734-1806의 제자이던 

아버지로부터 해부학을 배웠고, 리옹 시립병원L’Hôtel-

Dieu de Lyon의 외과의사 앙투안 쁘띠Antoine Petit, 1722-1794의 

지도를 받았으며, 1792년부터 파리의 외과의사 피에르-

조세프 드조Pierre-Joseph Desault, 1738-1795 하에 임상 수련을 

마쳤다. 드조 사망 후 비샤의 관심은 외과에서 조직학, 

생리학으로 옮겨가 그의 대표적 연구인 『막에 관한 

소론』Traité des membranes en général et de diverses membranes en particulier 

(1799), 『삶과 죽음에 관한 생리학적 연구』Recherches physiologiques 

sur la vie et la mort(1800), 『생리학과 의학에 응용된 일반 

해부학』Anatomie générale appliquée à la physiologie et à la médecine(1801)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비샤는 1800년 파리 시립병원의 보조 

의사로 임명되었으며, 죽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연구했다. 

이 병원에서 그가 해부한 시체가 600구에 육박할 정도로, 

이 시기의 부검은 그의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비샤는 부검을 통해 생물이 ‘조직’이라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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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인체가 21종의 조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질병은 조직에 생긴 병리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환자 진료시 증상 관찰만으로는 질병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신체에서 병이 생긴 

부위를 정확히 알아야만 질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직을 중심에 둔 의학적 접근법을 

고안하고 인체의 조직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그의 연구는 조직학 발달의 토대를 

제공했다.

나아가 비샤는 조직이 생물의 기본 단위라는 개념을 생리학에 적용해서 생명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의 접근법은 조직이 지닌 본질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명 현상이 물리화학적인 

법칙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생기의 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생기가 

조직에 깃들어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며 감수성과 수축성이라는 두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감수성과 수축성에 의해 장기의 고유한 기능이 결정되고, 그 증가, 

감소, 변질에 의해 병리적인 현상이 타나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비샤의 

생리학 이론은 17세기 이래 흔히 인체의 작동을 기계적, 유물론적으로 파악한 

기계론자들과 달리,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비물질적 원리를 강조하는 점에서 

생기론에 가까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기의 작용을 관념적 차원에서 논한 

과거의 생기론자들과 달리, 비샤의 연구는 철저한 경험과 관찰에 의거했다. 이 점은 

감각과 경험을 중시한 18-19세기 프랑스 이데올로그들의 영향이었다.

『병리해부학: 자비에르 비샤의 마지막 강의』는 1825년 파리에서 간행된 

프랑스어 원본 Anatomie pathologique: dernier cours de Xavier Bichat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다. 프랑스본의 본문 앞에는 프랑스 의사 프랑수와 부와소François G. Boisseau, 

1791-1836가 쓴 비샤에 관한 짧은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의학도이던 조셉 

토그노Joseph Togno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필라델피아에서 1827년에 출판되었다. 

본문은 비샤의 서론에 이어 총 1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사후부검에 대한 고찰, 

제2장은 병리해부의 순서를 담고 있으며, 3장부터 15장까지는 각각 조직별로 병리 

현상을 설명한다.

             박지영



105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1. 의학 관련 고서

17-18세기  

의학의 근대화

38

열병에 관한 에세이
 An essays on fevers

영국의 외과 의사인 존 헉스햄John Huxham, 1692-1768이 쓴 

열병에 관한 저술이다.

잉글랜드 남서부의 데본Devon에서 태어난 헉스햄은 

엑서터 아카데미Exeter Academy를 거쳐 프랑스의 랭스 

대학교Université de Reims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플리머스Plymouth에서 개업을 했고, 저명한 

의사로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1724년부터 지역의 기후 

변화를 매달 자세히 기록하여 왕립학회Royal Society에 

보고했고 여기에 전염병 기록까지 더하여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1739년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된 

그는 영국에서 유행성 독감을 처음으로 분류한 인물로 

추정되며, 괴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열병에 관한 에세이』는 세 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여러 종류의 열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염증이나 출혈을 동반한 열병부터 열이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혈액이나 배설물의 상태 등 다양한 경우를 

다룬다. 두 번째 에세이는 천연두, 세 번째는 폐렴에 대해서 

설명한다. 폐렴의 경우 바람이나 계절 등 기후가 미치는 

영향부터 흉막폐렴pleuroperipneumony이나 늑막염에 대해서도 

다룬다. 부록는 선원들이 긴 항해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후두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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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과 궤양의 치료
   Traité des tumeurs et des ulcères  
2 vols.

이 책은 의학자인 진 아트뤼Jean Astruc, 1684-1766의 저서로 

1759년에 출판되었다.

아트뤼는 1703년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1717년 같은 대학교 의학 교수에 임명되었다. 

1729년 프랑스 왕의 주치의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콜레주 

드 프랑스의 전신인 파리 왕립 콜레주Collège Royal의 약학 

교수에 임명되었다.

아튀르는 무엇보다 매우 체계적이고 명확한 의학 

강의와 효과적인 선생으로 학생들 사이에 유명했다. 

파리의 왕립 콜레주 교수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그는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병리학, 성병학venereology, 

부인과gynecology, 신경학 등 광범위한 의학 과목들을 

강의했다. 학생들은 아트뤼의 강의 필사본을 만들어 서로 

돌려보거나 판매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서관들에 그의 의학 강의록 필사본들이 남아있다.

아튀르의 여러 의학 저서들 또한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의 저서 증 가장 유명한 것은 1736년부터 

1740년 사이에 출판된 『성병들』De morbis venereis이며, 

라틴어로 쓰인 이 책은 1743년 프랑스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아튀르는 이 책에서 매독과 여러 성병들의 증상과 

원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에 의하면 성병은 원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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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던 질병이 아니라 근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서 나타난 질병이다. 

성병은 쾌락의 와중에 사악한 무엇이 나타나 욕망을 제약하는 채찍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1759년 2권으로 출판된 『종양과 궤양의 치료』은 20여 년 동안 방광bladder의 

종양으로 고통 받았던 아튀르가 종양과 궤양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저술이다. 

그 자신은 종양 때문에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광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종양과 궤양의 

여러 병리학적 증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그는 책 두 

권에 걸쳐 종양 일반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각 신체 장기에서 나타나는 다른 종류의 

종양에 대해 그 병리학적 증상과 이에 대한 진단, 예후, 원인과 치료법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당대 의학계가 가지고 있었던 종양과 궤양 일반에 대한 지식을 

백과사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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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외과학
   Nouvelle chirurgie, medicale et raisonneé de Michel Ettmuller ...

이 책은 독일 의학자 미쉘 에트뮐러Michael Ettmüller, 1644-

1683의 외과에 관한 저술이다.

에트뮐러는 어린 시절 비텐베르그Wittenberg에서 

수학한 뒤 라이프치히 대학교Universität Leipzig에 입학하여 

1662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1666년부터 의학을 

공부했다. 그는 졸업 후 1676년부터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으며, 1681년에 

생물학 교수, 외과 및 해부학 교수에 임명되었다. 그는 

강연가로서 큰 명성을 누렸고 의학, 약리학, 화학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들을 발표했다. 이 연구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의학 교수가 된 아들 

미쉘 에른스트 에트뮐러Michael Ernst Ettmüller, 1673-1732에 

의해 『미쉘 에트뮐러의 의학 전집: 이론과 실제』Michaelis 

Ettmulleri Opera medica theoretico-practica라는 제목으로 1708년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에서 간행되었다. 

에트뮐러의 잘 알려진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수혈이다. 그는 『수혈에 관한 논고』Dissertation de chirurgia 

transfusoria(1682)에서 수혈의 효과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그것이 남용되는 실태를 비판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수혈을 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생명의 영spiritus이 혈액을 통해 운반되기는 

하지만, 그 기원은 부모의 정액이므로 새로운 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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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 주입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그는 당시 수혈에 

널리 쓰이던 동물의 혈액이 사람의 것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보다 수명이 짧은 동물로부터 생명력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으며, 그런 방법을 통해 얻은 회춘은 표면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외과학』Nouvelle chirurgie, medicale et raisonnee은 17-18세기에 

흔하던 외과적인 질병과 그 치료법에 관한 저술이다. 이 책의 원본은 독일어로 

쓰였으며 라이프치히에서 1668년에 간행되었고,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1690년에 

리옹에서 초판이, 1692년에 제2판이 발행되었다. 슈클라 문고 소장된 책은 

프랑스어본 제3판으로 1703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본문 앞에 서문, 목차, 출판 

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은 크게 서론, 외과의 일반적 질병과 치료에 관한 

서술, 「혈관 내 액체 주입에 관한 논고」Dissertation sur l’infusion des liqueurs dans les vaisseaux로 

구성된다. 외과의 일반적 질병과 치료에 관한 부분은 총 4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양, 창상, 궤양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종양은 혈종, 수종, 암 등 다양한 종양을 발생 

부위별, 종류별로 서술되며, 창상과 궤양은 발생 부위에 따라 나누어 다루어진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후반부에 수록된 「혈관 내 액체 주입에 관한 

논고」로, 이 치료법의 역사, 그 효과에 관한 에트뮐러의 실험, 그로부터 도출한 아홉 

가지 결론을 담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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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책은 독일 해부학자이자 외과의사인 로렌츠 

하이스터Lorenz Heister, 1683-1758가 쓴 외과학 교과서이다. 

두 책 가운데 라틴어로 쓰인 『외과학 연구』가 먼저 

출판되었고, 후일 영어로 번역되어 『일반 외과학 체계』로 

간행되었다.

하이스터는 1702년 기센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베츨라어 대학교로 옮겨서 의학을 공부했으며, 

1706년 해부학 공부를 위해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로 

갔다. 당시 라이덴 대학교는 유럽의 여러 대학들 

가운데 시체를 직접 해부하는 수업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였다. 이곳에서 하이스터는 해부학자 

프레데릭 라우쉬Frederik Ruysch, 1638-1731로부터 실습 교육을 

받았다. 일 년 뒤 하이스터는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에 

파견된 네덜란드 군대에 지원하여 야전 병원에서 

조수로 근무하면서 외과적인 임상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라이덴으로 돌아가 독일 해부학자 베른하르트 

지그프리트 알비누스Bernhard Siegfried Albinus, 1653-1721와 

네덜란드 해부학자 고버트 비들루Govert Bidloo, 1649-1713의 

지도 아래 해부학을 연구하면서, 당시 유럽 전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던 헤르만 보어하브의 화학 및 안과 강의를 

들었다. 1708년 하이스터는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로 네덜란드의 하르데르베이크 대학교에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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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취득했고, 다음 해에 다시 네덜란드 군대에 들어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부상병 치료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 1710년 하이스터는 독일 알트도르프 

대학교의 해부학 및 외과학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외과학 교과서 

집필에 착수했다. 이 책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지식인의 공용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쓰였다. 이 책의 2판 서문에 따르면, 집필 초기에 하이스터는 이 책을 

라틴어로 쓰려고 했지만, 곧 자신의 학생들이 라틴어를 잘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쓰게 되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점점 쇠퇴하고 지방어의 이용이 증가했는데, 독일에서는 특히 30년 전쟁 이후에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었고, 알트도르프 대학교의 의학도들도 그 영향력 아래 있었다.

『외과학 연구』는 원래 독일어로 쓰여서 그 초판이 1718년 뉘른베르크에서 

발간되었다. 이후 독일어 원본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언어 

및 라틴어로 번역되었으며, 라틴어본이 1743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후 『외과학 

연구』는 1838년 무렵까지 독일에서 외과학 교과서로 널리 이용되었다.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외과학 연구』는 1739년 암스테르담에서 간행된 제2판 

중 제2권이다. 이 책은 권두에 서문과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 외과의 특징, 기원, 발전을 서술한 서론과 

함께, 창상, 골절, 탈구, 종양, 궤양 등 외과의 주요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고, 제2부는 

수술법을, 3부는 붕대법을 다룬다. 이 중 제1권에는 제1부와 제2부 제2장까지가 

수록되어 있고, 제2권에는 제2부 제3장부터 제3부 끝까지 수록되어 있다. 본문 

뒤에는 색인 및 도판이 있다. 도판은 총 38개로 동판화로 인쇄되었다. 제2권에서 

제2부 3장은 두경부의 질환, 4장은 흉부 질환, 5장은 복부 질환, 6장은 손발의 

질환을 다루며 도수 또는 기구를 이용한 치료법을 제시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5장 복부 질환으로, 탈장, 종양, 장기 탈출증, 치질과 치루, 생식기 질환, 

쇄석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3부는 몸의 부위에 따라 적합한 붕대의 형태와 그 고정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도판집의 앞부분은 수술 도구, 붕대와 건, 쇠로 된 몸통 

및 사지의 고정기구, 신경외과 수술 장비 등 외과의 도구들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도판집의 뒷부분은 탈구된 관절의 도수정복술 및 그에 부목을 대는 방법, 수혈 방법, 

사지 절단술, 소작술, 안구 수술, 입술갈림증 수술, 유방 절제 수술, 치질 및 산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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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과의 술기들을 보여준다. 이는 17-18세기 유럽 등지에서 자주 사용되던 외과적 

도구들과 술기들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의의가 있다.

『외과학 연구』의 라틴어본을 영어로 번역한 『일반 외과학 체계』는 1743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는데, 슈클라 문고 소장본은 1768년에 런던에서 출판된 제8판이다. 

이 책의 앞 부분에는 역자 서문, 저자 서문, 목차가 있고 이어서 본문이 있다. 

여기에서 저자 서문은 1739년에 쓰인 라틴어본의 서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며, 

『외과학 연구』 제2판과 비교했을 때 내용 구성 및 도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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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관찰
 Observations in surgery

이 책은 프랑스 외과의사 앙리 프랑수와 르 드랑Henry-

François Le Dran, 1686-1770이 쓴 외과학 교과서이다.

르 드랑은 파리 왕립의학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샤리테 병원Hôpital de la Charité에서 근무를 하며 외과 

교육에 힘썼다. 그는 많은 학생을 배출했는데, 후일 

유명한 해부학자가 된 알브레히트 폰 할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르 드랑은 암 연구에 중요한 공을 세웠으며, 

프랑스 외과의사 장 루이 쁘띠Jean Louis Petit, 1674-1750와 

함께 림프절을 침범한 유방암에 대한 절제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암이 전신 질환이 아니라 몸의 

국소 부위에서 발생하는 병이라는 것을 발견한 의사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암이 발생 초기에는 국소적인 기관의 

질병이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점차 침범 부위를 

넓혀간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발견에 기초하여 

암이 림프계를 통해 전이되기 전에 수술로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 연구 방면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1745년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었다.

르 드랑은 1731년 그의 대표적 저서 『외과적 관찰』을 

발표했다. 프랑스어로 쓰인 이 책은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외과학 교과서로 널리 이용되었다. 영국 

외과의사 클라우디우스 에미언드Claudius Amyand, 1680-1740가 

번역한 영역본은 1739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는데, 슈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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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에 소장된 자료는 제8판으로 1758년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왕에 대한 헌사, 역자 서문, 목차와 본문으로 구성된다. 본문의 처음에는 

「외과학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To all students in surgery라는 르 드랑의 서론이 있고, 

그 뒤에 외과학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서론을 제외한 본문은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주로 얼굴의 종양, 궤양, 골절 등을 다루고, 두 번째는 

머리뼈의 창상, 골절, 타박상을 다루며, 세 번째는 흉부의 창상, 네 번째는 복부의 

외과적 질환들, 다섯 번째는 하지의 질환을 다룬다. 이 내용들은 총 115개의 임상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35건의 사례를 포함한 복부 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르 드랑은 이 사례들을 통해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례집과 함께 이 책은 동판으로 인쇄된 도판들과 간략한 외과학 사전을 

수록하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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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발 포트의 외과 연구
   The chirurgical works of Percivall Pott 
3 vols.

이 책은 18세기 영국 외과의사 퍼시벌 포트Percivall Pott, 1714-

1788의 외과 지침서이다.

포트는 1729년부터 성 바르톨로뮤 병원의 

외과의사인 에드워드 너스Edward Nourse, 1701-1761의 지도 

아래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았다. 너스는 당시 

영국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몇 안 되는 인물들 중 

하나여서, 포트는 수련을 받는 동안 외과적인 술기들뿐 

아니라 해부학적인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었다. 그는 

1736년에 수련을 마치고 1744년 성 바르톨로뮤 병원의 

외과 조수가 되었으며, 5년 뒤에는 전임 의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사망 1년 전까지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했다.

포트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면밀한 환자 관찰을 

바탕으로 여러 외과 질환들의 발생 기전과 결과를 

밝히고 그 치료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가 정의한 

질병들에는 후일 포트의 이름을 딴 명칭이 붙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포트 골절Pott’s fracture에 관한 

일화이다. 포트는 1756년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그의 정강이뼈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는데, 포트는 요양을 하는 동안 자신의 다리 

상태를 관찰하며 그 특징과 치료법을 연구한 결과를 

1769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 뒤 포트가 입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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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뼈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흩어진 복합골절은 흔히 포트 골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밖에도 1760년 그가 발표한 논문 「두부 좌상 및 창상의 특징과 경과에 

관한 관찰」Observations on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wounds and contusions of the head은 두피의 

국한성 부종이 두개골의 골막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함을 밝혔으며,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부종에 포트 부종Pott’s puffy tumor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782년에 결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척추의 관절염에 대해 발표했고, 이후 그런 

유형의 척추 관절염은 포트 병Pott’s disease으로 불리었다.

포트는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연구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굴뚝 청소부들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던 고환암의 원인을 탐구했고, 그 결과는 

1775년 「백내장, 코의 폴립, 고환암에 관한 외과적 연구」Chirugical observations relative to the 

cataract, the polyp를 통해 런던에서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포트는 굴뚝 청소부들이 

자주 노출되는 검댕과 고환암의 관계에 주목했으며, 이를 ‘굴뚝청소부 암’이라고 

불렀다. 이 연구는 1788년 굴뚝청소부법Chimney Sweepers Act 제정을 촉진하는 한 원인이 

되었으며, 작업 환경이 질병의 원인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산업의학의 초기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퍼시발 포트의 외과 연구』는 외과학에 대한 포트의 연구들을 종합한 책으로, 

1777년에 런던에서 간행되었다.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책은 1783년에 출판된 

제2판으로, 초판의 오류들을 수정하여 재발행했다는 기록이 서문에 적혀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권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각종 부상들의 특징과 

그 결과를, 2권은 주로 복부 장기의 파열, 탈장, 종양 등을 다룬다. 마지막인 3권은 

각종 외과적인 처치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종양, 탈장, 백내장의 수술 기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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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술 강의
Cours d'opérations de chirurgie

이 책은 프랑스의 외과 의사이자 해부학자였던 피에르 

디오니Pierre Dionis, 1643-1718가 외과학에 대해 강연한 

원고들을 묶은 것이다.

파리에서 태어난 디오니는 1672년부터 당시 

파리 의과대학의 많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론 관점에 입각하여 해부학을 

가르쳤으며, 1680년 오스트리아의 마리 테레즈Marie-

Thérèse d’Autriche, 1638-1683의 의사가 되었다. 1712년 프랑스 

황태자의 주치의가 된 그는 왕실 정원에서 해부학과 

외과학을 가르쳤다. 그는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혈액순환론에 입각한 인체해부학』Anatomie de l’homme suivant la 

circulation du sang(1690)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디오니가 왕실 정원에서 했던 총 10회의 

강연 원고들을 묶어 놓은 것이다. 첫 번째 강연은 외과 

수술 일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술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강연은 배꼽 

아래 부분의 수술, 세 번째 강연은 방광, 자궁에 대한 

수술을 다룬다. 네 번째 강연 주제는 서혜부鼠蹊部, 음낭, 

항문 수술이고, 다섯 번째는 폐, 흉부, 가슴, 여섯 번째는 

머리와 눈, 일곱 번째는 얼굴의 각 부위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이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강연은 손과 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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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면 마지막 열 번째 강연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술 및 시신에 대한 

외과적 처치법을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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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멜리의 산과학 이론과  
실습에 관한 논문
   Smellie’s treatise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midwifery  
3 vols.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산과 의사 윌리엄 스멜리William 

Smellie, 1697-1763가 쓴 산과학 이론과 실습에 관한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스멜리는 

의사 자격을 받기 이전부터 진료와 치료 활동을 했으며, 

런던과 파리에서 산과를 집중적으로 배운 뒤 런던에서 

개업했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육을 위해 인체모형을 

만들기도 했던 그는 출산의 기제에 대해 가르쳤고, 여러 

가지 출산 도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골반위분만breech 

birth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스멜리는 

제자였던 존 헌터와 함께 임신한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데 관여했다고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그 

진상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논쟁 중이다.

이 책은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에는 스멜리의 전기 및 산과의 일반적인 이론들이 

소개되어 있다. 스멜리의 전기는 이 책을 편집한 

알프레드 매클린톡Alfred H. McClintock, 1821-1881이 썼다. 

첫 번째 권은 네 편의 원고로 다시 나뉘는데, 제1편은 

골반의 구조와 모양, 자궁, 질, 난소 등 출산과 관련된 

신체 기관의 특징, 임신했을 때 여성 신체의 변화 등을 

설명한다. 제2편은 임신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질병들, 가령 구역질이나 입덧, 부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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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백대하증白帶下症, flour albus 등을 다룬다. 제3편은 임신한 여성의 자궁 내 태아의 

위치, 진통과 출산의 여러 양상들, 쌍둥이나 기형아의 출산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4편은 출산한 여성의 치유와 회복, 신생아 관리 등을 다룬다. 첫 번째 

권이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나머지 두 권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여러 임상 

사례들을 소개한다. 스멜리가 1740년부터 수집한 총 531개의 임상 사례를 통하여 

이론적인 논의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권에서는 골반 골격의 분리와 변형, 

자궁의 두께와 구조의 문제, 잘못된 임신의 사례, 조기출산, 기이한 진통, 지나치게 큰 

태아의 출산, 사산, 난산 등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며, 세 번째 권에서는 신생아 

머리의 위치, 쌍둥이 출산, 기형아 출산, 자궁 염증과 대량출혈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각 경우들마다 이론적 논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게 첫 번째 권의 해당 페이지를 

기입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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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저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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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일의 의학자이자 인류학자, 정치가인 루돌프 

피르호Rudolf Ludwig Carl Virchow, 1821-1902의 저술이다.

피르호는 1839년 베를린 대학교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연구소Friedrich-Wilhelms Institute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베를린에 있는 샤리테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받았다. 대학 시절 그는 저명한 의학자 요하네스 

뮐러Johannes Peter Müller, 1801-1858에게 생리학을 배웠고, 

이어서 임상 수련 기간 동안 해부병리학자 로버트 

프로립Robert Froriep, 1804-1861의 지도 아래 병리학 연구를 

시작하여, 1845년 무렵 백혈병, 혈전증, 색전증의 

발병 원인을 밝혔다. 연구자로서뿐 아니라 진보적인 

정치가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피르호는, 보수파가 

주도하던 프로이센 정부와의 갈등으로 1849년 샤리테 

병원을 사임하고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뷔르츠부르크 

대학교Universität Würzburg의 병리해부학 교수로 부임했다. 

이곳에서 그는 세포병리학 이론을 발표하여 유럽 

의학계에서 명성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6년 뒤 베를린 

대학교로 복귀하여 병리학 연구소의 설립을 이끌고 

그 장을 맡았다. 이와 동시에 피르호는 정치 활동을 

재개해서, 1859년 베를린 시의회 의원으로, 1862년에는 

프로이센 하원으로 선출되어 급진적인 독일 진보당을 

창당했으며, 1880년부터 1893년까지 제국의회 의원을 

19세기 의학 저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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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냈다. 정치가로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병원 체계 및 공중 위생의 개선이었고, 이를 

위해 하수도 정비,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병원들의 조직 개편, 공립학교 위생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피르호의 대표적인 연구는 세포병리학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는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주장했다. 세포를 생명의 기본 단위를 보는 시각은 이전에도 

슈반Theodor Schwann, 1810-1882, 슐라이덴Matthias Jakob Schleiden, 1804-1881 등에 의해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피르호는 세포를 신체의 구조적 단위로서뿐 아니라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로 보면서, 세포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함으로써 생명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는 세포의 생리를 이용해서 질병을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질병이란 세포의 정상적 작동에 이상이 생긴 상태였다. 이런 

견해는 질병이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데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부의 미생물이 신체를 침범하여 질병을 일으킨다는 세균설과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르호의 사회 의학은 그가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세포에서만 찾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세균설에 대한 그의 반대는 그것이 질병의 원인을 

외부에서 파악했다는 점이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단일 요소만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이 있었다. 피르호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의학적 치료 이상으로 복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847년부터 2년 

동안 독일의 실레지아Silesia 지방을 휩쓴 발진티푸스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파견되어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발진티푸스의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지방자치 활성화, 공평한 세금제도 마련, 농업 

개선, 보통교육의 확대, 교회 폐지, 산업 발전 등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주장은 시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임무로 

간주하면서, 복지 정책을 통해 이를 완수할 것을 주창했다.

슈클라 문고에 소장된 피르호의 저작은 사회의학보다는 병리학 분야에서 그의 

성취를 보여준다. 『과학적 의학에 관한 논문집』은 1882년 독일의 도시 함Hamm에서 

출판된 제2판으로, 초판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856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독자 서문이 있고, 그에 이어지는 본문은 총 8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과학적 의학의 통일」Die Einheitsbestrebungen in der wissenschaftlichen Medicine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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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에 쓰인 논문이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혈액 내 섬유소, 백혈구와 백혈병, 

혈전증 및 색전증에 관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5장과 제6장은 부인과학 및 

신생아의 상태에 관한 논문들이다. 제7장은 두개골과 뇌의 병리에 관한 논문들을, 

제8장은 피부암과 유두종에 관한 논문들을 싣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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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47
척수 질환에 관한 강의
 Lectures on diseases of the spinal cord

이 책은 프랑스 의사 피에르 마리Pierre Marie, 1853-1940의 

신경학 강의록을 모은 책이다.

마리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의학을 전공한 인물로, 

의학교 졸업 후 저명한 신경학자인 장 마르탱 샤르코Jean- 

Martin Charcot, 1825-1893의 지도를 받으며 신경학을 연구했다. 

곧 그는 샤르코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명이 되어 특별 

조수로서 스승의 실험과 진료를 도왔다. 수련을 마친 

뒤 마리는 1889년 파리에서 내과 교수로 임명되었고, 

1897년부터 1907년까지 비세트르 병원L’hôpital de 

Bicêtre에서 근무하며 후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경학적 

치료법을 고안했다. 1907년 그는 의학부의 병리해부학 

교수가 되어 이후 10년간 교육과 연구에 몰두했다. 그 

중 괄목할만한 성과는 그의 후임인 구스타브 로시Gustve 

Roussy, 1874-1948의 도움을 받아 의학교의 병리해부학 

교육을 근대화한 것이었다. 이처럼 신경학 교육과 연구에 

몰두해 있던 마리는 1918년에 살페트리에르 병원Hôpital 

de la Salpêtrière의 임상 신경학 교수로 임명되면서 진료를 

재개했다. 그리고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동료들과 함께 샤르코 병원에서 부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연구 및 치료했다.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그는 신경학에 관한 많은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붙은 여러 질병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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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기술했는데, 1886년부터 1891년까지는 말단거대증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것이 뇌하수체의 질환임을 밝혀 내분비학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사르코-

마리 타입의 근육 위축(1886), 비대성폐뼈관절병(1890), 유전조화운동불능증(1893), 

빗장머리뼈발생이상cleidocranial dysostosis(1897), 어깨엉덩관절 강직증rhizomelic 

spondylosis(1898)을 정의하고 탐구한 연구들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 책은 그가 내과 교수로서 1891년 여름에 실시한 강의의 원고 모음이다. 이 

강의록들은 신경 질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92년 파리에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척수 질환에 관한 강의』Leçons sur les maladies de la moelle épinièr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1895년에 영국의 출판사 뉴 시드넘 소사이어티New Sydenham Society를 통해 이 

영역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척수 질환에 대한 신경 병리학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가급적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마리는 신경 

질환의 병인에 대해 연구하면서, 병리학이 신경 치료에 향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책은 총 38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추체로의 

해부학, 2장 추체로의 이차적 변질, 3장 척수를 가로질러 생긴 병변 하부의 변질, 

4장 신경근에 생긴 병변 상부의 변질, 5장 척수를 가로질러 생간 병변 상부의 변질, 

6-7장 사지 절단 이후 척수와 신경의 변질, 8-9장 강직성 양측 하지 마비, 10장 

섬경화증, 11장 섬경화증-증상, 12장 섬경화증-진단 병인 경과, 13-24장 신경근의 

용어, 역사, 증상, 25장 신경근 질환의 병인론, 26장 신경근의 진단, 27-28장 신경근의 

병리해부학, 29장 신경근 질병의 성격, 30장-31장 프리드리히 병Friedreich’s disease, 

32-33장 가쪽과 뒤쪽의 척수로 복합 경화증, 34장-36장 영아의 척수 마비, 37-38장 

근육위축가쪽경화증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 근대 신경학이 성립되던 초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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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48
조지프 리스터 남작 전집
   The collected paper of Joseph, Baron Lister  
2 vols.

이 책은 영국의 외과 의사이자 무균수술의 선구자인 

조지프 리스터Joseph Lister, 1827-1912의 강연문과 원고를 모아 

놓은 것이다.

잉글랜드 에식스Essex의 웨스트햄에서 태어난 

리스터는, 퀘이커 학교였던 아이작 브라운 아카데미Isaac 

Brwon Academy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비롯한 기초 

교육을 받았고, 토트넘의 그로브 하우스 스쿨Grove House 

School에 입학하여 수학, 자연철학 등을 공부했다. 이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 입학하여 

식물학과 의학을 공부했다. 1854년 리스터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의 외과의사 제임스 사임James Syme, 1799-

1870의 조수가 되어 염증, 괴사 등을 연구했고, 1860년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조지프 리스터 남작 전집』은 두 권으로, 내용별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분리된다. 첫 번째 권은 일반적인 

생리학(Part 1)과 병리학 및 세균학(Part 2)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권은 리스터의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무균수술법(Part 3) 및 다양한 신체 부위의 외과 

수술(Part 4), 그리고 여러 대학교와 병원, 학회에서 

강연했던 원고 모음(Part 5)을 담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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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49
내과, 외과, 산과에 관한 임상강연
   Clinical lectures on subjects connected with medicine, surgery, 
and obstetrics 
2 vols.

이 책은 독일의 여러 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과 각 분야의 

임상 사례들을 강연한 원고를 모은 것이다.

총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5개와 16개의 

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 권은 진행성 구球마비progressive bulbar 

paralysis부터 위궤양, 심혈관 질환, 루푸스, 반사마비reflex 

paralysis, 기관지 천식, 만성신장염, 폐렴, 자궁외막염perimetritis 

등을 다룬다. 두 번째 권은 급성 비장종양acute splenic tumor, 

무균수술법, 신경염neuritis, 수혈, 일반적인 조양 진단, 매독, 

디프테리아diphtheriae, 위장 질환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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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50
여성의	질병에	관한	임상	논문집
 Clinical memoirs on the diseases of women 
 2 vols.

이	책은	프랑스의	의사	구스타브	베르누Gustave	Bernutz,	1819-

1887와	에르네스트	구필Ernest	Goupil,	1829-1864이	쓴	여성의	

질병에	관한	의학서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은	

여성의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	사례,	월경	정체menstrual	

retention의	원인과	증상들,	다양한	결과	및	치료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자궁주위	혈류peri-uterine	haematocele,	

자궁외	임신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두	번째	권에서는	

골반복막염pelvie-peritonitis	및	자궁의	질환을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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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51
윌리엄 걸의 출판논문집
   A collection of the published writings of William Withey Gull 
2 vols.

이 책은 영국의 의사 윌리엄 걸William Withey Gull, 1816-1890이 

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안내서이다.

1816년 잉글랜드 에식스 주의 콜체스터Colchester에서 

태어난 윌리엄 걸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스물한 살에 가이 병원Guy’s Hospital에 일종의 견습공 

신분으로 들어가 의학을 배웠다. 의학에 재능을 보인 

걸은 1838년에 당시 신설된 런던 대학교에 입학했고 

3년 뒤 의학사Bachelor of Medicine를 받았다. 가이 병원에서 

약학, 자연철학을 가르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까지 

맡았던 그는 1846년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가이 병원에서 생리학 및 비교해부학 강사로 

임용되었다. 1848년 왕립의사협회, 1869년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된 그는 런던 임상학회Clinical Society of 

London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걸은 점액수종myxoedema, 

브라이트병Bright’s disease, 하반신 불수paraplegia 등과 같은 

질병의 기제에 대해 연구했고, 특히 1860년대 후반부터 

수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의 식욕부진 현상을 관찰하여 

‘신경성 무식욕증’aronexia nervosa이라는 병명을 만들기도 

했다.

『윌리엄 걸의 출판논문집』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그가 연구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다룬다.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반부는 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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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계, 호흡기,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다루고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피부병도 

설명한다. 후반부는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가 했던 여러 강연들의 

원고를 묶어 놓았는데, 의학 공부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그의 생각이나 인체 해부의 

윤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정세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

132

19세기 의학 저술들

52
병리해부학 논고
   A treatise on pathological anatomy  
2 vols.

이 책은 프랑스의 병리학자이자 파리 대학교 교수였던 

가브리엘 앙드랄Gabriel Andral, 1797-1876이 쓴 병리학 

안내서이다.

앙드랄은 1828년 파리 대학교의 위생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1839년에 일반병리학 및 치료를 담당하는 

교수가 된 이후 27년 동안 재직했다. 그는 혈액의 

화학적 조성에 대해 선구적인 연구를 했는데, 이 때문에 

오늘날 ‘혈액학’hematology의 창시자로도 평가 받는다. 

특히 앙드랄은 상이한 병리적 조건에서 혈액의 화학적 

조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곧 어떤 

병을 진단하고 확증함에 혈액에 대한 화학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혈액에 대한 

연구 외에도 그는 폐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과 

관련되는 암종림프관염lymphangitis carcinomatosa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병리해부학 논고』는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권은 일반적인 병리학을 다루는데, 충혈이나 

빈혈과 같은 혈액순환 이상부터 영양공급 이상, 여러 

가지 분비작용의 장애, 신경 계통의 이상을 넓게 다룬다. 

두 번째 권은 신체 각 부위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병리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소화기 계통부터 

심장, 동맥, 정맥 등 순환계 질환, 허파를 비롯한 호흡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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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방광처럼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 신경 계통의 기관, 그리고 그 외 일반적인 인체 

기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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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53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병리해부학
   The morbid anatomy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human body

이 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병리학자 매튜 베일리Matthew 

Baillie, 1761-1823가 집필한 의학서이다.

스코틀랜드 래넉셔에서 태어난 베일리는 해부학자 

존 헌터의 조카이며, 저명한 산과의 토머스 덴만Thomas 

Denman, 1733-1815의 사위이기도 하다. 글래스고 대학교를 

거쳐 1789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한 그는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며 

의사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곧 병원에서 나와 

개업함과 동시에 조지 3세의 주치의가 되었고, 1790년 

왕립의사협회와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병리해부학』은 병리학을 

별도의 주제로 다룬 최초의 영어 서적으로, 병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담고 있다. 총 2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3장은 심낭막pericardium 질환부터 심장 염증, 

심장 표면의 하얀 반점 등 심장 질환을 다룬다. 이후에는 

허파, 갑상선, 후두, 복막이나 복수와 관련된 복강 내부의 

이상, 위장, 창자, 간, 비장, 췌장, 신장, 방광, 전립선, 

요도, 자궁이나 나팔관 같은 여성의 생식기관, 뇌 등 신체 

전반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슈클라 문고본은 

5개정판인데, 1-4판의 서문도 함께 실려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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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반 병리학에 관한 논고
 A treatise on general pathology

이 책은 독일 해부학자이자 병리학자인 야콥 헨레Jacob 

Henle, 1809-1885의 병리학 교과서이다.

헨레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개인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1827년 본 대학교Universität Bonn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1832년에 안구의 해부학적 미세 

구조에 관한 논문으로 의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했고, 

1833년 베를린의 저명한 해부학자이자 생리학자 

요하네스 뮐러의 해부학 실습 조수가 되었다. 그러나 

곧 그는 대학 시절 가입했던 학생단체가 국가에 대한 

이적 집단이었다는 혐의로 투옥되어 대학에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자연사학자 알렉산더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 등의 도움으로 방면된 그는 1837년에 

원래의 지위를 되찾고 베를린 대학교의 강사가 되었으며, 

1840년에 취리히 대학교의 해부생리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1844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를 거쳐 1852년 

괴팅겐 대학교로 이직하여 그곳에서 은퇴했다.

헨레는 1834년 뮐러가 담당한 의학 잡지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과학적 의학을 위한 아카이브』Archiv für 

Anatomie, Physiologie und Wissenschaftliche medizin의 편집을 도우면서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세포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까지 식물의 세포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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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세포 연구는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헨레는 

쓸개가 원통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 1837년에는 소장에 

있는 융모의 표피세포, 1848년에는 점액과 고름을 형성하는 표피세포, 방광의 

표피세포에 대한 연구들을 연달아 발표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인체의 세포에 관한 

연구에 초석을 닦았다.

헨레의 잘 알려진 다른 업적은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학설, 

즉 세균설을 입증할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고 그 연구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1840년에 발표한 『병리학 연구』Pathologische Untersuchungen에서 자신의 관찰뿐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고 이로부터 연역적 추론을 통해, 세균이 살아있는 

물질이며 인체에 정착하여 증식하면서 질병을 발생 및 전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균이 전염병의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병에 걸린 동물에서 세균이 항상 존재해야 하고, 둘째, 그 세균을 병든 

동물로부터 분리 및 배양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독립적으로 배양한 세균을 건강한 

동물에 주입했을 때 이전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헨레가 제시한 이 

조건은 30년 후에 그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독일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 1843-

1910에 의해 세균학의 주된 연구 방법으로 발전했다.

『일반 병리학에 관한 논고』는 1846년에 발표된 헨레의 독일어 교과서 『병리학 

편람』Handbuch der rationaellen Pathologie을 미국 의사 헨리 프레스턴Henry C. Preston, 1822-?이 

영역하여 필라델피아에서 1853년에 출판한 책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역자 서문, 

저자 서문, 서론이 있고, 이어지는 본문은 크게 4부로 구성된다. 1부는 질병의 정의, 

2부는 일반 병인론, 3부는 질병의 범위 4부는 질병의 진행 단계에 대해 서술하는 데, 

그 중 3부는 혈관과 신경에 의해 나타나는 광범한 증상을 자세히 다루며 4부는 질병의 

초기, 중기,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한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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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병리학 강의
   Die Cellularpathologie in ihrer Begründung auf 
physiologische und pathologische Gewebelehre

『병리학 강의』는 독일의 의학자이자 인류학자, 정치가인 

루돌프 피르호Rudolf Ludwig Carl Virchow, 1821-1902의 병리학에 

대한 종합적 견해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의 초판은 

1858년 베를린에서 출판되었으며, 슈클라 문고본은 

1871년에 출판된 제4판이다.

피르호는 베를린 대학 복귀 직후 병리학 분야의 

최근 진보와 자신의 연구를 일반 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20주차의 강의를 기획했다. 이 강의는 1858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베를린 대학의 병리학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책은 그 강연록의 모음집으로, 목표는 

병리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피르호의 견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당시 많은 인기를 끌어서 

초판을 발행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피르호는 제2판의 서문에 자신의 연구에 대한 의학계의 

반응과 그에 대한 소감을 덧붙였다. 본문은 강의에 따라 

총 2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세포와 관련된 여러 삽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지영

● 피르호의 경력과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6. 『과학적 

의학에 관한 논문집』Gesammelte 

Abhandlungen zur wissenschaftlichen 

Medicin 의 해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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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적 질병 및 동맥류의 체질적 
기원에 관한 외과적 관찰 및 치료
   Surgical observations on the constitutional origin and treatment 
of local diseases and on aneurisms

19세기 의학 저술들

56

이 책은 영국의 외과의사 존 애버네시John Abernethy, 1764-

1831가 쓴 의학서이다.

런던에서 태어난 애버네시는 성 바르톨로뮤 병원의 

외과의사였던 찰스 블리크Charles Blicke, 1745-1815 밑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윌리엄 블리자드William Blizard, 1743-1835, 

퍼시벌 포트, 존 헌터와 같은 당대 저명한 외과 의사들의 

강의를 듣기도 했다. 1787년부터 성 바르톨로뮤 병원에서 

외과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 1814년에 왕립외과의사협회의 회원, 이듬해 성 

바르톨로뮤 병원의 외과의사가 되었다. 

1809년 초판이 인쇄된 『국소적 질병 및 동맥류의 

체질적 기원에 관한 외과적 관찰 및 치료』는 별도의 

목차 없이 그가 관찰했던 29건의 여러 가지 임상 사례들, 

그리고 특히 동맥류에 대한 4건의 임상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신체의 국소적인 질병은 모두 소화기 계통의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소화불량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비스킷Abernethy biscuit을 만들기도 

했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1829년에 인쇄된 11번째 

판본이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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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간 질환에 관한 임상 논고
   A clinical treatise on diseases of the liver  
2 vols.

이 책은 독일의 병리학자 프레데릭 프레리히Friederick Theodor 

Frerichs, 1819-1885가 쓴 의학서이다.

독일 남부 아우리히Aurich에서 태어난 그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잠시 개업을 했다가 다시 

모교로 돌아가 강사로 재직했고, 뒤이어 킬 대학교Kieler 

Universität와 브로츠와프 대학교Uniwersytet Wrocławski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1859년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으로 옮겨 

평생 이 곳에서 재직했다.

프레리히는 여러 의학 분야에 기여를 했는데, 

특히나 신장과 간 질환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하다. 

그는 신장병nephrology을 다루는 독일어 서적을 처음으로 

출판했으며, 브라이트 병Bright’s disease에 대해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윌슨 병Wilson’s 

disease의 임상사례를 처음으로 묘사했고, 간 경변liver 

cirrhosis이 일어날 경우의 해부학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간 질환에 관한 임상 논고』는 그가 브로츠와프 

대학교에서 임상의학을 가르칠 당시 집필한 책인데,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9장으로 구성된 첫 번째 권에서는 

먼저 간의 일반적인 생리학적, 병리학적 특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일 때와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간의 

크기와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 부검을 했을 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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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생전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다룬다. 이후에는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묘사하는데, 황달, 무담즙acholia, 지방간, 만성 간 위축 증상이 거론된다. 

두 번째 권에서도 간의 염증, 간 비대증hypertrophy of liver, 간암 등이 여러 가지 간 

질환이 설명되고 있다. 각각의 권에는 관련된 실험과 관찰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 

속표지에는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 간의 각 부분을 묘사한 도판도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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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58
토머스 애디슨 박사의 출판논문집
   A collection of the published writings of the late 
Thomas Addison, M.D.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의사 토머스 애디슨Thomas Addison, 

1793-1860이 쓴 의학 논문을 묶은 것이다.

잉글랜드의 롱벤턴Longbenton에서 태어난 애디슨은 

1812년에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으며, 졸업 후 런던으로 이주해 로크 병원Lock 

Hospital에서 근무했다. 1817년 가이 병원에 학생 신분으로 

들어간 그는 1819년 개업의 자격을 얻었고, 곧이어 

내과의 조수, 약학 강사 등을 직책으로 활동하다가 

1837년 전임 내과의가 되었다. 애디슨은 여러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특히나 그의 이름을 딴 

애디슨병Addison’s disease(피부병의 일종), 애디슨 빈혈Addisonian 

anemia을 발견하기도 했다.

『토머스 애디슨 박사의 출판논문집』은 그가 

발표했던 다양한 질병에 관한 논문들을 묶어 놓은 책이다. 

폐에 대한 해부학적 관찰부터 페스트의 원인, 진단, 결과, 

폐결핵의 병리학적 특성, 지방간, 자궁의 염증, 난소의 

이상, 피부질환, 신장병 등을 다룬다. 그리고 특정한 

경련이나 발작과 같은 질병에 대하여 전기를 이용한 

치료법이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하고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앞에는 토머스 

애디슨의 생애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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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59
말단비대증에 관한 에세이
 Essays on acromegaly

이 책은 프랑스의 신경학자 피에르 마리Pierre Marie, 1853-

1940가 쓴 말단비대증에 관한 의학서이다.

마리는 살페트리에르 병원과 비세트르 병원에서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의 조수로 일했으며, 1907년 

병리해부학 교수가 되었고 10년 뒤 신경학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했다.

이 책은 마리가 초창기에 관심이 많았던 

말단비대증에 대한 논문들을 묶어 놓은 것인데, 그가 

살페트리에르 병원에 재직하던 1885년 『의학 평론』Revue de 

Médicine에 출판한 논문들이다. 여기서 마리는 말단비대증의 

두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고, 자신이 경험한 

임상 사례의 목록도 제시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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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60
말단비대증
 Acromegaly

이 책은 독일의 의사 막시밀리안 스턴버그Maximilian Sternberg, 

1863-1934가 쓴 의학서이다.

책에서는 먼저 말단비대증의 역사를 개괄한 후, 

이 질병과 관련된 뇌하수체의 형태 및 병리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말단비대증의 

징후가 어떠한지, 진행과정과 유형은 어떠한지, 

다른 질병과의 관련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병의 원인과 진단 방법을 제시한 후, 

치료법을 소개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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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61
피부병에	관한	실용적	개요
 A practical synopsis of cutaneous diseases

이	책은	스위스	출신	피부과	의사	비에트Laurent-Thédore	Biett,	

1781-1840의	강연록과	다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비에트는	피부병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프랑스에	처음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지역의	시립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한	그는	1813년	의학박사가	되었고,	생	루이	

병원Hôspital	Saint-Louis에서	재직했으며,	왕립의학아카데미의	

회원이기도	했다.

이	책은	비에트의	제자인	카즈나브Pierre-Louis	Alphée	

Cazenave,	1795-1877와	쉐델Henri	Édouard	Schedel,	1804-1856이	

피부병에	관한	비에트의	강연을	정리하고	추가로	연구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정세권



145

19세기 의학 저술들 1. 의학 관련 고서

19세기 의학 저술들

62
피부병에 관한 실용적 논고
 A practical treatise on diseases of the skin

이 책은 미국의 피부과 의사 루이스 듀링Louis Adolphus 

Duhring, 1845-1913의 의학서이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뒤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867년에 졸업한 듀링은, 이후 비엔나와 

파리, 런던 등을 돌며 계속해서 의학을 공부했다. 

1870년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그는 피부병 

치료를 위한 진료소를 세워 환자들을 진료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피부병에 관한 강의를 

하는 동시에 블로클리 병원Blockley Hospital의 환자를 

보기도 했던 듀링은 1890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임상교수가 되었다. 미국피부과협회American Dermatological 

Association의 창립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듀링병’Duhring’s disease라고도 불리는 포진형 피부염dermatitis 

herpetiformis을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피부병에 관한 실용적 논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피부병 일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피부의 해부학적 특성, 피부병의 징후와 원인, 그리고 

병리학적 특성과 진단, 치료 등을 다룬다. 후반부는 총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피부병의 사례를 소개한다. 

분비물과 관련된 지루Seborrhoea, 여드름과 같은 피부병(class 

I), 홍반erythema과 같은 충혈로 인한 피부병(class II), 

헤르페스나 두드러기와 같은 질병(class III), 자반병purpur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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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부병(class IV), 사마귀처럼 피부가 이상 발달하거나(class V) 백반vitiligo이나 

색소결핍증albinism처럼 피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질병(class VI), 황색종xanthoma이나 

홍반성 낭창lupus erythematosus같은 피부병(class VII), 피부의 감각이 과민하거나hyperaesthesia 

통증, 가려움을 느끼는 피부병(class VIII), 옴scabies처럼 기생물질에 의한 피부병(class 

IX)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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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피부 질환에 대하여
   On diseases of the skin 
5 vols.

이 책은 오스트리아 의사이자 피부병을 연구했던 

페르디난드 헤브라Ferdinand Ritte von Hebra, 1816-1880의 

의학서이다.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41년에 졸업한 

헤브라는 근대 병리해부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칼 

로키단스키Carl Freiherr von Rokitansky, 1804-1878의 영향을 

받았다. 1844년 옴의 원인을 발견하기도 했던 헤브라는 

피부학 분야의 빈 학파를 만들고 현대 피부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받는다.

『피부 질환에 대하여』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첫 번째 권의 전반부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의 

병리학적 특성,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 권 후반부터 나머지 네 권의 책은 다양한 

피부 질환을 하나씩 설명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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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학 논문 선집
 Selected monographs on dermatology

19세기 의학 저술들

64

이 책은 파울 우나Paul Gerosn Unna, 1850-1929를 비롯한 독일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 질환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대표 저자인 우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박사 논문으로 

표피의 조직학적 특성과 발달에 대해 연구한 그는, 

빈으로 건너나 피부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페르디난드 

헤브라 등 당대의 피부병 연구자들과 교류했다. 고향인 

함부르크로 돌아온 그는 개업한 뒤에도 피부병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했으며, 1908년 에펜도르프 병원Krankenhaus 

Eppendorf의 피부과 의사가 되었고, 1919년에는 함부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피부병학 논문 선집』은 우나의 피부학 논문 선집 

외에도 닐슨Ludwig Nielsen, 브론슨Edward Bennet Bronson, 1843-1925 

등 다른 피부과 의사들의 논문도 실려 있다. 대상포진herpes 

zoster, 가려움, 펠라그라pellagra, 건선psoriasis 등에 연구 

논문과 함께 포진형 피부염에 관한 루이스 듀링의 논문도 

수록되어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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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의학 연구 선집
 Selected monographs

이 책은 독일 의사 헤르만 시나토아Hermann Senator, 1834-

1911의 연구서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단백뇨』Die Albuminurie im gesunden und kranken Zustande(1882), 영국 

의사 알렉산더 스튜어트Alexander P. Stewart, 1813-1883의 논문집 

『티푸스와 티푸스 열의 특징 및 병리에 관한 연구들』Some 

considerations on the nature and pathology of typhus and typhoid fever(1840), 

그리고 독일 의사 레오폴트 란다우Leopold Landau, 1848-1920의 

연구서 『여성의 부유신장에 관하여』Die Wanderniere der Frauen 

(1881)를 엮은 책이다.

T. P. 스미스T. P. Smith가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단백뇨』의 번역을, W. 케일리W. Cayley가 

『티푸스와 티푸스 열의 특징 및 병리에 관한 연구들』의 

편집을, 프랜시스 체임프니스Francis Champneys, 1848-1930가 

『여성의 부유신장에 관하여』의 번역 및 주해를 각각 

담당했고, 뉴 시드넘 소사이어티가 한 권의 책으로 엮여서 

1884년 런던에서 간행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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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학 저술들

66
외과수술 마취법
 Surgical anaesthesia

이 책은 미국의 외과의사 헨리 제이콥 비글로우Henry Jacob 

Bigelow, 1818-1890가 집필한 외과 수술에서의 마취법에 대한 

강연문 및 미출판 원고를 묶어 놓은 것이다.

전반부는 마취법에 대한 원고들인데, 마취제를 

흡입하여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부터 에테르와 

클로로포름chloroform의 특성, 마취법의 역사와 최근의 

성과들, 리골린rhigolene이나 아산화질소와 같은 마취제에 

대한 강연문이 포함되어 있다. 후반부는 마취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강연문과 미출판 

원고들을 모았는데, 최신 의학의 성과들에 대한 소개부터 

미국의 의학 교육에 대한 단상, 의사협회의 윤리 강령과 

생체 해부, 교수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세권



151

19세기 의학 저술들 1. 의학 관련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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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인과 의학 논문, 임상과 수술
   A treatise on gynaecology, clinical and operative  
3 vols.

이 책은 프랑스의 외과 및 부인과 의사였던 사무엘 쟝 

포치Samuel-Jean de Pozzi, 1846-1918가 쓴 부인과 의학에 관한 

안내서이다.

도르도뉴Dordogne의 베르주락Bergerac에서 태어난 

포치는 포Pau와 보르도Bordeaux에서 기초 교육을 받았고, 

1864년 파리로 건너가 의학을 배웠다.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참전하여 군의관이 

되었고, 전쟁 직후 신경학자 폴 브로카Paul Broca, 1824-

1880의 학생이 되어 인류학, 신경학, 비교해부학 등을 

배웠다. 1873년 졸업한 그는 대학 강사로 재직하면서 

자궁절개술 등에 관한 논문을 썼다. 영국을 여행하며 

조지프 리스터를 만나 무균수술법에 대해 배우기도 했던 

포치는 1877년 병원진료소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을 돌며 부인과 의학을 배웠고 

1881년 이후 부인과 및 복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의사로 활약하다가 루생-파스칼 병원Hôpital de Lourcine-

Pascal의 외과의사로 임용되었다. 1889년 프랑스 최초로 

위창자연결술gastroenterostomy을 시술하기도 했던 포치는 

1896년 프랑스 의학아카데미Académie nationale de médecine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부인과 의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방대한 분량의 프랑스어 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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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번역자들이 영어로 번역했다. 각 권은 또 다시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권은 총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부인과에서 무균수술법, 

부인과 검사, 자궁염metritis의 증상과 진단, 자궁섬유종fibromata of uterus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권은 자궁암, 자궁의 전위displacement of uterus, 월경 불순, 자궁 부속기관의 

염증을 다루는 총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은 총 일곱 편으로 

되어 있는데, 자궁 부속기관 및 인대 장치들, 자궁외 임신, 질염과 같은 질vagina의 

질병들, 회음부 파열과 같은 음문vulva의 질환들, 생식기 기형, 골반혈액낭종pelvic 

haematocele과 같은 다양한 질병들을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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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여성 질환에 관한 임상 강의
 Clinical lectures on diseases of women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산과학 의사인 제임스 심슨James 

Young Simpson, 1811-1870이 쓴 여성의 질병에 관한 저술이다.

심슨은 마취 기능이 있는 클로로포름을 의학 

분야에 널리 활용한 의사이기도 하다. 18세에 의사가 

되기 위한 최종 시험에 합격했지만 너무 어려 면허를 

받는 데까지 2년을 기다릴 정도로 영민했던 심슨은, 

출산할 때 아이가 나오기 쉽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1839년 에든버러 대학교의 산과학장이 

된 그는 오늘날 ‘심슨 겸자’Simpson’s Forceps라 부르는 출산 

도구를 개량했고, 마취를 이용한 출산법을 도입했다. 

1847년 심슨은 수년 전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된 

클로로포름을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본인과 친구들이 직접 클로로포름을 흡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후 심슨은 

클로로포름을 출산에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곧 

영국과 유럽에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심슨은 1850년 

에든버러 왕립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책은 심슨이 에든버러 왕립진료소Royal Infirmary of 

Edinburgh에서 강연한 원고 및 『런던 메디컬 타임스 앤드 

가제트』London medical times and gazette와 같은 신문에 투고한 

글을 묶어 놓은 것이다. 총 3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광루vesico fistula, 자궁암, 자궁 및 유방종양, 월경통,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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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 요도 언덕caruncles of the urethra, 음순 종양, 꼬리뼈 통증, 골반연조직염pelvic cellulitis, 

골반혈액낭종, 상상임신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난소수종ovarian dropsy과 난소절개 및 

산후조증과 월경불순에 대해서는 13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에는 102개의 도판이 실려 있어 시각적인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정세권



155

19세기 의학 저술들 1. 의학 관련 고서

19세기 의학 저술들

69
소아 질병에 관한 강의
   Lectures on children’s diseases  
2 vols.

이 책은 독일의 의사였던 에두아르트 헤노흐Eduard Heinrich 

Henoch, 1820-1910의 소아 질병에 대한 강연 원고를 묶은 

것이다.

1843년 베를린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헤노흐는 

아이들의 질병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대학의 

아동치료소에서 조수로 근무했다. 1850년 그는 같은 

대학교의 객원강사privat-docent가 되었고 1858년 조교수로 

승진했다. 1872년 베를린의 왕립 샤리테 병원 소아과를 

이끌었다.

이 책은 1881년 초판본이 출간되었는데, 서문에서 

헤노흐는 자신의 37년 경험을 모아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두 권으로 나누어진 책의 첫 번째 권은 

자신의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 어린이 질병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뒤 이런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설명한다. 뒤이어 어린이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유아사망률과 질병 진단법, 어른과 아이의 생리적 

차이 등에 대해 소개한다. 본론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질병을 성장 단계, 신체기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신생아들에게 잘 나타나는 황달, 파상풍, 

혈종, 유선비대, 단독丹毒, erysipelas부터, 유아기 질병인 

아토피, 아구창thrush, 유전성 매독, 비염, 제1, 2 생치 등을 

묘사한다. 신체기관별로는 신경계 질환(경기, 후두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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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 등), 호흡기 질환(기관지염, 결핵, 감기, 비염 등), 순환기 질환(선천적 청색증, 심막의 

염증 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권에서는 첫 번째 권에 이어 소화기 

질환(구강점막의 염증부터 콜레라, 설사, 이질 등), 비뇨기 질환(신장염, 배뇨장애 등)을 

정리한 후,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과 체질적 질병(류머티즘, 빈혈, 자반병 등), 피부병 

등에 대해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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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노인성 질환에 관한 임상 강의
 Clinical lectures on the diseases of old age

이 책은 프랑스의 저명한 신경과 의사이자 

비교해부학자인 장 마르탱 샤르코Jean-Martin Charcot, 1825-

1923이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적은 것이다.

1853년 파리 대학교를 졸업한 샤르코는 파리 

병원에서 잠깐 근무한 후, 1862년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32년 동안 근무했다. 처음에는 만성질환, 노인병,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해 강의하다 1882년 유럽 최초로 병원 내에 

신경과를 만들고 이끌었다.

샤르코는 특히 신경계 질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의 증상에 대해 

규명했을 뿐 아니라, ‘샤르코 관절염’Charcot joint이라고 

알려진 신경성 관절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뇌의 각 

부위가 맡는 기능 및 뇌출혈 시 뇌동맥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했으며, 손발의 말초신경에 관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샤르코-마리-

투스병’Charcot Marie Tooth disease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샤르코는 히스테리, 간과 신장의 질환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의 이름을 본뜬 의학 용어들이 많을 정도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덕분에 샤르코는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 ‘프랑스 신경학의 아버지’ 등의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총 

21장으로 구성된 첫 번째 부분은 샤르코가 노인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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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쓴 원고이다. 내용은 고대와 현대의 경험적 치료와 과학적 의학을 비교하는 

서문부터,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 성격, 노인의 열병, 류머티즘과 통풍, 오한과 감기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류머티즘과 통풍에 대해 16장을 할애할 만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신경계 질환을 깊이 연구했던 저자의 관심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부분은 

샤르코가 직접 쓴 원고가 아니라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추가된 것이다. 뉴욕 

시립의과대학의 병리학 교수였던 알프레드 루미스Alfred L. Loomis, 1831-1895가 번역자 

레이 헌트Leigh H. Hunt, 1858-1937의 부탁을 받아 짧은 원고를 집필하여 이 책 후반부에 

수록했다. 그 내용은 노인성 폐렴senile pneumonia, 노인성 만성 감기, 천식, 죽종粥腫, 

atheroma, 지방심脂肪心, fatty heart, 뇌출혈, 뇌일혈, 노인성 전립선 비대 등 샤르코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것들이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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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체이스 박사의 만인을 위한 
처방전과 정보들
 Dr. Chase’s recipes, or, information for everybody

이 책은 미국의 의사이자 출판업자인 앨빈 우드 

체이스Alvin Wood Chase, 1817-1885가 각종 염증과 여성 질환에 

대해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1817년 뉴욕 시에서 태어난 체이스는 십대부터 

25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장사를 했다.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고유의 처방전과 치료법 그리고 잡다한 자료들을 

모은 체이스는 의사가 될 목적으로 이런 문건들을 읽고 

공부했다. 그는 1856년 미시건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공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체이스는 50세가 넘은 나이인 1858년 

신시내티의 의학교Cincinnati Eclectic Chase Institute에 다시 

입학하여 16주 만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미시건 주 앤아버Ann Arbor로 돌아와 개업한 뒤 자신이 

모은 처방전과 치료법, 각종 제조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묶어 출판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직업과 

계층의 독자들을 위한 정보를 모아 놓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목차를 보면 도매상이나 식료품 상인을 

위한 정보, 술집 주인을 위한 정보, 의학적 정보뿐 아니라 

무두장이, 마구제작자, 화가, 대장장이, 총기제작자, 

보석세공인, 편자공, 제빵사 등 당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위한 자료들을 망라한다. 일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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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이나 식료품 상인을 위한 자료를 보면 위조 동전을 구분하고 색이나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과일을 보관하는 법, 버터 저장법 등 잡다한 실용적인 정보들이다.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자료들 중에서 의학적인 처방전과 치료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알코올의 효능, 학질, 천식, 알코올 중독, 암, 통풍 치료법, 

화상에 바르는 연고, 변비에 좋은 방법 등 다양하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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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의학, 그리고 

의사와 환자/대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저술들

72

평온한 마음
 Aequanimitas

이 책은 캐나다 출신의 저명한 의사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 1849-1919의 강연문과 원고들을 모은 것이다.

184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오슬러는 

유년 시절 목사가 될 생각이었으나, 토론토의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에서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72년 몬트리올의 맥길 의과대학McGill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을 졸업한 그는, 베를린, 런던 등에서 잠시 

유학한 뒤 1874년 모교의 교수로 부임했다. 188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임상의학 교수로 임용된 오슬러는 

1895년 미국 내과의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hysicians 창립을 

주도했고, 이어 1889년에는 새로 설립된 존스홉킨스 

병원Johns Hopkins Hospital, 1893년에는 의과대학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의 교수로 재직했다.  

오슬러는 근대 의학 교육의 근간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레지던스residency 체계이다. 

주먹구구식 의학 교육과 다양한 진료행위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던 당시, 오슬러는 의과대학에서 최신 의학 

이론과 실험을 교육받은 젊은 의학도들이 병원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임상 교육과 진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그가 재직 중이던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전일제 레지던트 시스템을 만든 오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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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성공적이었고,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의과대학, 병원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 역시 이 모범을 따랐다. 의과대학의 3-4학년 학생들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임상 경험을 쌓도록 하는 병원실습생clinical clerkship 제도 역시 오슬러가 존스홉킨스 

의과대학-병원에 재직하면서 만든 체계이기도 했다. 오슬러가 1892년 집필한 

『의학의 원리와 실제』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medicine는 의학도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다.

총 18개의 원고로 이루어진 이 책은 1889년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을 떠나면서 

동료 의사들에게 연설했던 강연 “Aequanimitas”(‘평온한 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시작한다. 의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설파하는 첫 번째 강연 

원고의 논조는 이후 수록된 원고들에서도 일관된다. 존스홉킨스 병원과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과 의사협회, 그리고 육군의학교 등에서 강연했던 

원고들은, 의학적 이론이나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학의 역사와 의학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책의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 혹은 의료 행위자로서의 

자세를 다루는 장은 ‘의사와 간호사’(2장, 1891), ‘플라톤이 설명하는 의사와 의업’(4장, 

1893), ‘소명으로서의 내과학’(8장, 1897), ‘간호사와 환자’(9장, 1897), ‘의학에서 

중요한 단어’(18장, 1903)이다. 의학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3장, 1892), 

‘가르치기와 생각하기’(7장, 1894), ‘대학으로서의 병원’(16장, 1903), ‘의사협회의 

교육적 가치’(17장, 1903)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의 역사와 사회 속 의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영국의 의학’(10장, 1897), ‘19세기 의학’(13장, 1901), ‘의학에서의 

국수주의’(14장, 1902) 등에서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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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약전(藥典), 런던 약전 주해서
 Pharmacopeia Londinenfis or, The new London difpenfatory

이 책은 1649년 런던 외과협회가 발행하고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의사였던 니콜라스 컬페퍼Nicholas Culpeper, 

1616-1654가 저술한 『약전(藥典): 런던 약전 주해서』로서, 

1618년 라틴어로 발행된 『약전』Pharmacopoeia Londinensis의 영어 

번역본이다. 이 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1650년, 1651년, 

그리고 1653년 등에 추가 편집본들이 발행되었다. 슈클라 

문고본은 1678년 발행된 것이다.  

컬페퍼는 17세기 약초학herbal medicine 분야의 학자로서 

근대 제약 분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고전과 해부학, 그리고 의학, 

특히 약제에 관해 공부했다. 그는 목사가 되길 바라는 

가족의 희망과 달리 부유한 상인의 딸과 결혼한 후 

런던에서 약국을 개업하였다. 그는 ‘대중의 약초사’herbalist 

of people라 불릴 정도로 대중들에게 의학적 치료법, 특히 

식물에 기반한 약제를 보급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가난한 대중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한 약제 관련 책들을 저술하고, 야외로 나가 수백 

종에 이르는 의학적 약초들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통과 관습에 기대온 기존의 약 처방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근대 제약의 기초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약초 및 약물 사용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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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전: 런던 약전 주해서』는 켈페퍼가 근대 제약학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치료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이 번역본의 서문에서 그는 기존의 

약제서들이 라틴어로 쓰여 있어 대중들이 읽을 수 없고, 때문에 유용한 약제들과 

그 처방전들이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번역으로 이러한 중요한 약 처방전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며 책의 출판 의의를 밝힌다. 당시 의사와 약사들은 

이 영어 번역본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비판했으나, 실제로 켈페퍼의 번역은 매우 

정확했고 그의 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약전: 런던 약전 주해서』는 무엇보다 고대 의사인 갈레노스의 약 처방전을 

시작으로 한 약제 모음집이다. 총 6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식물, 동물, 광물계의 

약제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기반하여 1-3부에서는 식물을 기반으로 한 의학 

처방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광물을 사용한 약제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4-6부는 

복용, 혹은 투여하는 약, 그리고 신체 외부에 바르는 약, 그리고 불이나 분리, 혹은 

발효 등의 화학 작용을 통해 약 효과를 내는 약제와 처방들이 제시되어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색인이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색인에는 약제의 이름이나 질병, 그리고 그 증상에 관한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에 상응해 저서에서 논의된 약제와 처방을 찾아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일례로 색인에는 각종 질병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어, 이 질병에 관련된 색인을 찾아 

이것이 지시하는 책의 페이지를 찾아가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볼 수 

있다. 켈페퍼는 이 번역본, 그리고 후에 개정판들을 준비하면서 원 저서에는 없지만 

자신이 발굴하거나 개선한 약제를 첨가하고, 번역의 오류 등을 시정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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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와 처방전 모음
 Pharmacopoeia extemporanes, or, a body of medicines ...

이 책 『약제와 처방전 모음』은 영국의 의사이자 목사, 

그리고 지식인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토머스 풀러Thomas 

Fuller, 1654-1734가 준비한 처방전 모음집이다. 1710년 첫 

출판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발간되었으며, 

슈클라 문고본은 1730년 출판된 개정본이다.

풀러는 1654년 서섹스Sussex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168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켄트Kent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했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힘쓰는 의사이자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지식인으로 

공동체의 큰 신임을 받았다.

1710년 처음 풀러의 『약제와 처방전 모음』이 

출판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은 이 책이 자신들의 집단이 

비밀스럽게 지니고 있는 비전의 묘약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를 의식하듯 풀러는 

서문에서 이 책이 주된 목적은 처방전을 공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억을 돕고, 유용한 처방전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 변호했다. 

그는 또한 이 책에 나열된 처방전들은 무엇보다 모든 

재료를 자신이 직접 사용해보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직접 경험한 것이라며 그 효과를 자신했다.

이 책은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약학적 효과가 있는 

처방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처방전은 우선 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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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들, 그리고 그 준비과정과 제조 방법, 그리고 그 효능이 차례로 설명되어 있다. 

일례로 H자로 시작되는 책의 페이지를 찾아가면 꿀과 2 파운드 가량의 스페인의 

말라가 산 건포도Malaga raisins, 그리고 그 외 여러 첨가물들을 넣고 끊인 후 술과 섞어 

침전시키는 등의 가공을 거쳐 달콤한 캔디와 같은 약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풀러는 이 처방전이 꿀에서 오는 달콤함, 포도에서 온 태양의 기운, 그리고 화학적 

처리에서 더해진 산도acidity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을 치료해 줄 것이라 

설명한다. 그는 이 약제가 특히 감기로 인해 생기는 염증catarrhs, 류머티즘, 그리고 

천연두smallpox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이 처방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다.

이렇듯 풀러의 『약제와 처방전 모음』은 약제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세부 항목에 약제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 제조법과 처방전과 

함께 질병의 증상이나 재료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약제, 질병의 이름과 증상에 대한 색인이 추가되어 있어 처방전 모음집으로서의 

유용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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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반 의약 체계,  
그 이론과 실제
   A new and general system of physic, in theory and practice

이 책은 영국 외과의사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 1817-

1875가 쓴 의약품 처방집이다.

스미스는 외과의사인 삼촌 토머스 터너Thomas Turner, 

1793-1873의 영향으로 의사의 진로를 선택했다. 그는 

진료소에서 실습하며 임상 경험을 쌓았고, 삼촌이 

설립에 관여한 왕립 의학교Royal School of Medicine를 

다니면서 약물학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1837년 

약제사 협회Apothecaries’ Society의 면허를 취득했고, 이듬해 

왕립외과협회Royal College of Surgeons의 회원이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맨체스터 왕립 병원Manchester Royal Infirmary의 

상임 외과의사로 근무했으며, 치덤 대학Cheetham College과 

맨체스터 농아학교Manchester Schools for the Deaf and Dumb의 

외과의사, 오웬스 대학Owens College의 일반 해부학 및 

생리학 교수를 역임했다. 스미스는 연구 논문은 많지 

않지만 탁월한 강연가로 유명했으며, 교육에도 열정을 

보였다.

이 책은 약물의 적절한 사용을 목적으로 스미스가 

저술한 처방집으로, 1769년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그는 

서문에서 약물에 관한 책을 정독할 시간과 기회가 없는 

학생 및 의사들을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 런던과 에든버러에 있는 왕립 

대학Royal College의 약전 처방법을 종합했으며, 각 약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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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효과, 용법, 용량을 자세히 수록하고 질병과 그 치료법을 알파벳순으로 

배치함으로써 의사들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가 처방에서 중시한 것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서만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같은 질병이라도 

약물의 용량을 환자의 나이와 체력에 맞게 조절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제안한 방법은 14세에서 21세의 환자에는 약을 보통 용량의 3분의 2만 사용하고, 

7세부터 14세까지는 보통 용량의 2분의 1, 3세부터 7세까지는 3분의 1, 2세는 8분의 1, 

1세는 16분의 1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약물 처방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를 천명한 서문에 이어, 서론과 본문은 각각 

약물의 기본적인 특징과 적용법을 서술한다. 먼저 서론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약물을 

구분하고 분류 체계를 제시했는데, 동물, 식물, 광물과 같은 구성 성분, 고체, 액체 

등과 같은 형태, 산성과 염기성 같은 화학적 성질들을 제각각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약물을 처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스미스는 강조하며, 이어서 약물의 적정 용량과 단위를 소개한다.

본문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장의 제목 또는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내복약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형태, 즉 액상과 고체에 대해 다루고, 

2장은 단일 약물을 이용한 처방법과 여러 약물을 배합한 처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3장부터는 효능에 따라 약물을 분류하고 그 사용법을 논하는데, 3장은 강장제, 

4장은 위 보호제, 5장은 진통제, 6장은 이뇨제, 7장은 발한제, 8장은 진토제, 9장은 

하제下劑(배변유도제), 10장은 마취제, 11장은 재채기 유도제이다. 각 장의 뒤에는 

질병에 따른 약물 사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처방 공식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 다음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 약물의 색인이 포함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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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학의 역사
 The history of physick

이 책은 영국 의사인 존 프레인드John Freind, 1675-1728가 쓴 

의학사 저술이다.

프레인드는 어린 시절 웨스트민스터 스쿨Westminster 

School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칼리지Oxford College의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에서 공부했다. 두 학교의 

교사들은 정치적으로는 왕당파, 토리당 지지자들이 

대다수였으며, 학문적으로는 뉴턴의 수학적 자연철학과 

그것을 의학에 적용한 의물리학iatro-medicine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프레인드의 아버지와 형 또한 왕당파 

지지자로, 그의 스승들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강력한 토리당 지지자이자 

의물리학자인 프레인드의 정치적, 학문적 견해가 

형성되었다.

프레인드는 수두증을 수학적으로 계측, 분석한 

논문을 1699년 런던의 왕립학회 회원이자 의사인 

한스 슬론Hans Sloane, 1660-1753에게 보낸 뒤 그의 

추천으로 학술지에 발표했고, 1703년에는 인체의 

작동을 수력학적으로 설명한 의물리학자 아치볼드 

피트케언Archibald Pitcairne, 1652-1713의 이론을 적용하여 

월경의 원리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후 프레인드는 

1707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런던에서 활동했다. 그는 1711년 왕립학회에서 뉴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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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철학을 옹호하는 강연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이듬해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1716년에는 왕립의사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의물리학을 지지하던 동년배 의사 리처드 미드와 친교를 맺고 뉴턴의 

자연철학 확산을 위해 힘썼다.

프레인드가 『의학의 역사』를 저술하게 된 계기는 그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가 

깊다. 의사로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던 프레인드는 당시 휘그당 

출신으로 내각을 주도하던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 1676-1745의 강력한 비판자였다. 

월폴은 1722년 스튜어트 왕가의 복귀를 도모했다는 반역죄로 프레인드의 친구인 

프랜시스 애터버리Francis Atterbury, 1663-1732를 구속했으며, 프레인드 또한 이에 

동조한 혐의로 1723년에 런던탑에 구금되었다. 투옥 기간에 미드는 프레인드를 

자주 찾아와서 신문, 책,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었는데, 프랑스 의학사가 다니엘 

르클레르Daniel LeClerc, 1652-1728의 『의학의 역사』Histoire de la médecine(1723)도 그 중 하나였다. 

프레인드는 이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아 감옥에서 집필을 시작했으며, 1724년 방면된 

뒤 초고를 완성하여 1725년에 런던에서 출판했다.

『의학의 역사』는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고대부터 갈레노스의 

시대까지를 다루고, 제2권은 그 이후 16세기까지를 다룬다. 슈클라 문고 소장본은 

1727년에 간행된 제2판의 제2권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 갈레노스 이후의 

시기를 다룬 의학사 연구는 거의 없었고, 이 시기를 다루었더라도 학문적 계보 또는 

특정 질병의 역사 같은 좁은 범위의 주제만을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당대 의학사의 공백을 메운, 중세 및 르네상스 의학사 서술의 선구적 연구 중 

하나인 셈이다.

이 책의 다른 특징은 의학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실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뉴턴의 이론만이 진리라고 확신하던 프레인드에게 그 이전의 의학 이론은 

고대부터 16세기까지 거의 발전이 없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령 중세에 로저 

베이컨Roger Bacon, 1214-1294처럼 수학적 합리성을 갖춘 연구자가 있었지만 그의 주장은 

당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프레인드는 의학 이론의 경우 

뉴턴 철학이 출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전 시기로부터 단절적인 도약을 통해 

발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레인드는 진료를 통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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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임상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을 

강조하며 고대부터 당대까지의 의학의 실제 치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서술했다. 여기에서 프레인드는 르네상스 시기 해부학자들의 실습 연구를 갈레노스의 

전통에 흠집을 내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에 의존적인 면이 많다고 보았으며, 이런 

견해는 16-17세기에 일어난 해부학 혁명이 의학의 근대화의 초석이었다는 현대의 

일반적인 의학사관과 다른 견해이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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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메치니코프의 생애
 Life of Elie Metchnikoff, 1845-1916

이 책은 러시아 동물학자이자 면역학자인 일리야 

메치니코프Илья́ Ильи́ч Мéчников(영어명은 Ilya Ilyich Mechnikov), 1845-

1916의 전기이다.

러시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메치니코프는 

1862년 카르코프 대학교Харківський університет에서 생물학 

공부를 시작했고, 헬리골랜드Heligoland 섬의 해양 동물상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 갔다가, 기센 대학교의 동물학자 

루돌프 루카르트Rudolf Leuckart, 1822-1898에게 지도를 받으며 

편형동물의 세포내 소화 작용을 연구했다. 이후 1865년 

괴팅겐 대학교을 거쳐 1867년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동물학자 알렉산드르 

코발레프스키Александр Ковалевский, 1840-1901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오데사Odessa에 새로 

설립된 왕립 노보로시야 대학Імператорський Новоросійський 

університет(후일 오데사 대학)의 동물학 및 비교해부학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1882년 사임하고 이탈리아로 가서 

메세나Mecena에 개인 실험실을 열고 연구에 집중했다. 이 

시기 메치니코프의 관심을 끈 연구 중 하나는 프랑스 

의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가 개발한 광견병 

백신이었다. 이 백신의 효과를 검토한 메치니코프는 

그것을 시술하기 위해 1886년 오데사에 돌아왔다가, 

백신에서 몇몇 문제점들을 발견하고는 파스퇴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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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하기 위해 1888년 파리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스퇴르 연구소에 

임용되어 여생을 프랑스에서 보냈다.

메치니코프의 대표적인 업적은 생물의 면역 기전 중 하나인 식균작용phagocytosis을 

발견한 것이다. 식균작용에 대한 그의 연구는 메세나 시절의 동물학 연구에서 

출발했다. 그는 불가사리 유충을 관찰하다가 그 체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세포를 

발견하고 그것이 방어 작용에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오렌지 

나무의 작은 가시들을 유충에 집어넣고 반응을 살펴보던 중, 움직이는 세포들이 

가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이런 세포의 기능을 혈액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백혈구에 적용하여, 혈액 내에 세균이 침입할 때 백혈구들이 그것을 

포위 및 흡수하여, 자기 안에 가두어 소멸시킨다고 유추했다. 이는 기센 대학 시절 

그가 연구한 편형동물의 세포내 소화 작용과 마찬가지의 원리였다.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가설에 대해 동료 동물학자 빌헬름 클라우스Carl Friedrich Wilhelm Claus, 1835-1899와 

논의하면서 백혈구의 활동에 식균작용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1883년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이후 세포성 면역 이론의 발달로 이어졌고, 그는 면역 

기전을 밝힌 공로로 1908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메치니코프의 생애』는 메치니코프의 부인 올가 메치니코프Ольга Мéчников가 

남편의 바람에 따라 쓴 전기이다. 이 책은 메치니코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전기로, 원래 프랑스어로 쓰여(원제는 Vie d'Élie Metchnikoff, 1845-1916) 1920년에 

파리에서 발표되었으며, 1921년 영어로 번역되어 보스턴과 뉴욕에서 출판되었다. 

영역본 앞에는 메치니코프의 가까운 동료인 영국 동물학자 레이 랭커스터Ray Lankester, 

1847-1929의 서문이 삽입되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메치니코프의 총 저술 목록이 실려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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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윌리엄 오슬러 경의 생애
 The life of Sir William Osler

이 책은 현대 신경외과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의사 

하비 쿠싱Harvey Cushing, 1869-1939이 쓴 윌리엄 오슬러의 

전기이다.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 1891년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쿠싱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당시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존스홉킨스 병원의 윌리엄 

할스테드William Halsted, 1852-1922 밑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1901년 존스홉킨스 병원의 외과 조교수, 

1912년 하버드 대학교의 외과학 교수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에 설치된 미군기지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활약하기도 했다. 외과학 중 특히 뇌신경 

분야에 정통하여, 뇌하수체 종양과 관련된 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7,000번이 넘는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본딴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을 

발견했으며, 수많은 신경외과 수술도구를 고안했다.

『윌리엄 오슬러 경의 생애』는 쿠싱이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만난 오슬러의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총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권은 오슬러의 어린 

시절부터 1905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1849년 출생부터 

1884년 맥길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까지의 시기가 한 축이라면, 미국으로 건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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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 존스홉킨스 병원과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활동하던 시기가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권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던 시기를 

다룬다면, 두 번째 권은 190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교수로 임명된 이후 사망할 

때까지의 삶을 다룬다. 미국 의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오슬러의 삶을 다룬 이 책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지만, 문학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1925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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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머스 시드넘 박사
 Dr. Thomas Sydenham(1624-1689)

이 책은 영국 의사 토머스 시드넘Thomas Sydenham, 1624-

1689의 논문집으로, 영국 의사 케네스 듀허스트Kenneth 

Dewhurst, 1919-1984에 의해 편집되어 1966년 버클리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되었다.●

듀허스트에 앞서, 그린힐과 레이덤을 제외하면 시드넘의 

논문집으로 존 페셰이John Pechey, 1655-1716가 『임상의사, 토머스 

시드넘』The practical physician, Dr. Thomas Sydenham(1696)을, 존 스완John 

Swan, ?-?이 『토머스 시드넘 전집』The entire works of Dr. Thomas Sydenham 

(1742)을, 존 컴리John D. Comrie, 1875-1939가 『토머스 시드넘 

선집』Selected works of Thomas Sydenham(1922)을 발표했다.

듀허스트의 『토머스 시드넘 박사: 그의 인생과 

연구』는 이전 책들에는 포함되지 않은 시드넘의 논문과 

편지, 그리고 20세기 초반 로크의 사료가 발견됨에 따라 

그와 시드넘의 교류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부분을 반영한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역자 서문, 목차, 도판 

해설로 시작하며 본문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시드넘의 전기이고, 2부가 시드넘의 저술들로, 의술, 

해부학, 기침, 천연두, 이질, 간헐열, 흉막염, 인간의 네 

가지 체질에 관한 의학적 연구와 신학에 관한 논설을 

포함하며, 마지막에는 시드넘의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다.

             박지영

● 시드넘의 생애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6. 
『토머스 시드넘의 연구』The 

works of Thomas Sydenham, M.D의 

해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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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러시아 의학 이야기
 The romance of Russian medicine

이 책은 러시아 출신 미국 의사 미카엘 라비치Michael L. 

Ravitch, 1867-1947이 쓴 러시아 의학에 관한 소개서이다.

1867년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태어난 라비치는 

1889년 모스코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국 미주리 주의 

세인트 조세프 중앙의과대학Central Medical College of St. Joseph 

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켄터키 주에서 처음으로 개업의 

생활을 시작한 그는 곧 피부병과 매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홍반 루푸스, 펠라그라, 만성 두드러기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X-레이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기 

위해 오랜 동안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덕분에 

방사선피부염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루이스빌Louisville에 설치된 군사학교 재커리 테일러 

캠프Camp Zachary Taylor에서 피부병을 가르쳤고, 전쟁 이후 

시카고로 건너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피부학 교수가 

되어 10여 년 동안 재직했다. 1931년 건강이 악화되어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라비치는 65세의 나이에 이 책을 

집필하여 1937년에 출판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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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마르셀로 말피기와 발생학의 진화
   Marcello Malpighi and the evolution of embryology  
5 vols.

이 책은 미국 과학사학자이자 발생학자인 하워드 

아델만Howard B. Adelmann, 1898-1988이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이자 ‘조직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마르셀로 

말피기Marcello Malpigi, 1628-1694가 쓴 발생학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근교에서 태어난 말피기는 

열일곱 살에 볼로냐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에서 문법,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등을 공부한 그는 1653년 의학 및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곧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의학 특히 해부학에 대해 연구했다. 

토스카나의 페르디낭드 2세의 초청으로 2년 동안 피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그는 다시 볼로냐 대학교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했고, 1661년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허파의 모세혈관을 발견했다. 1669년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었고, 1661년에는 교황 이노센티우스 12세의 

주치의가 되었다.

말피기는 현재 조직학 분야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현미경을 의학 분야에 도입한 사람이다. 그 자신이 

현미경을 사용하여 허파의 모세혈관과 적혈구를 

발견했고, 콩팥소체, 지라의 미세구조를 관찰했다. 

특히 그가 관찰한 콩팥의 미세 구조인 콩팥소체와 콩팥 

피라미드renal pyramid는 그의 이름을 본떠 ‘말피기소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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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피기피라미드’라고 호명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아델만은 코넬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Universität Freiburg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모교에서 조직학과 

발생학을 가르쳤으며, 동물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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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달의 사제: 산과 이야기
 Priests of Lucina: the story of obstetrics

이 책은 미국의 산과 의사인 팔머 핀들리Palmer Findley, 1868-

1964가 쓴 조산술 및 산과학의 역사에 대한 저술이다.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난 핀들리는 1890년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베를린과 비엔나, 파리에서 

유학한 그는 이후 시카고의 쿡카운티 병원Cook County 

Hospital에서 인턴을 거쳤고 네브래스카 의과대학에서 

산과학 교수를 지냈다. 1931년부터 2년 동안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한 백악관의회’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 

Welfare and Protection에서 산과학 관련 강의를 맡았으며, 미국 

암통제협회American Society for Control of Cancer 네브래스카 주 

의장, 네브래스카 주 의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영어권에서는 처음으로 산과학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 책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서양 역사에서 조산술, 산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면서 그에 기여한 

다양한 인물들을 묘사한다. 가령 고대의 조산술 행위부터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가 묘사한 조산술, 중세 및 아랍의 

조산술과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200?-1280의 

활동이 처음 소개된다. 그리고 과학혁명기 윌리엄 하비의 

조산술부터 이후 존 모브레이John Maubray, 1700-1732, 윌리엄 

스멜리, 윌리엄 헌터William Hunter, 1718-1783, 제임스 심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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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역사에서 조산술 및 산과학에 기여했던 인물들의 업적들이 차례로 설명된다. 

올리버 홈즈Oliver Wendell Homes, 1809-1894나 존 힉스John Braxton Hicks, 1823-1897, 제임스 

던컨James Matthews Duncan, 1826-1890 등 19세기 후반의 인물들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 책의 

두 번째 권은 조금 범위를 좁혀 조산술에 관련된 해부학적 지식, 산욕열, 제왕절개 

등을 다룬다. 역사서의 성격에 맞게 서술되는 각 인물들의 초상화 및 주요 저서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들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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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구강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질병
 The anatomy, physiology, and diseases of the teeth

이 책은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외과 의사인 토머스 벨Thomas 

Bell, 1792-1880이 쓴 치아의 구조와 질병에 관한 안내서이다.

1792년 잉글랜드 남부 도시 풀Poole에서 태어난 

토머스는 스물한 살이 되던 해 런던으로 떠나 치과 

의사 훈련을 받았고, 1836년부터 런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에서 동물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가이 병원에서 

치아의 구조와 질병에 대해 강의했다. 1844년 

왕립외과의사협회 회원이 되었고 린네 학회Linnean Society 

회장을 역임했다.

찰스 다윈이 비글호 항해 이후 영국으로 돌아 왔을 

때 다윈이 수집한 파충류 및 갑각류 표본을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줬던 벨은, 다윈이 주도한 『비글호 항해의 

동물학』Zoology of the Voyage of H.M.S. Beagle, 1838-1843에서 파충류에 

대한 부분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1853년 직접 『영국의 

유병안 갑각류』British stalk-eyed crustacea를 집필했다. 린네 학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858년 벨은 다윈과 월러스Alfred 

Wallace, 1823-1913가 자연선택에 관한 논문을 동시에 

발표했던 모임을 주재하기도 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은 1부에서는 

치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치아와 관련된 질병을 다룬다. 1부의 경우, 치와의 

구조와 지속력, 치아의 숫자와 배열, 저작咀嚼, mas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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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치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부는	충치,	치골의	종양,	

뼈돌출증exostosis,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손상,	치석,	잇몸	질환,	발치,	신경	질환	등	

치아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총	11장의	도판도	실려	

있는데,	겸자forceps부터	썩은	치아를	도려내는	기구에	대한	묘사,	그리고	치아의	단면과	

상악	및	하악에서	치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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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치아와 잇몸 질환 및 기형에  
관한 논문
   A treatise on the disorders and deformities of the teeth  
and gums

이 책은 영국의 치과의사이자 조지 3세의 주치의였던 

토머스 버드모어Thomas Berdmore, 1740-1785가 치아의 질병과 

치료에 관해 쓴 안내서이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의 구성과 연구방법, 그리고 치아 일반에 대한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 및 치아가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번째는 치아와 잇몸의 

질병에 대해서 다룬다. 가령 잇몸이 상해서 치아가 빠질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주변 치아가 상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잇몸 속 치아가 드러났을 때, 턱뼈의 잇몸 부위가 

깨졌을 때,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를 갑자기 마셨을 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는 치아 및 잇몸의 질병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는 치아와 잇몸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해 

다루는데, 제1생치(젖니 혹은 탈락치아), 제2생치(간니 혹은 

영구치아)의 관리, 불규칙하게 배열된 치아의 치료, 치아 

미백 등에 대해 설명한다.

버드모어는 서문에서 자신이 이 분야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당시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그는 스승과 선배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자료를 모으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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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치아에 관한 소논문
   Des Bartholomaeus Eustachius Libellus de dentibus

이 책은 이탈리아 의학자 바르톨로메오 

유스타키오Bartholomeo Eustachio, 1500/1510-1574가 쓴 치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이다.

유스타키오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인문학 교육을 

받아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에 능통했던 덕에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읽거나 이슬람 의학자 이븐 시나Abū 

ʿAlī al-Husayn ibn ʿAbd Allāh ibn al-Hasan ibn ‘Ali ibn Sīnā(라틴어 

이름은 Avicenna), 980-1037의 저술을 번역할 수 있었다. 그는 

1540년 무렵에 진료를 시작했고, 1547년에 우르비노Urbino 

공작과 그의 형인 추기경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Giuliano della 

Rovere, 1443-1513(후일 교황 율리오 2세)에게 고용되었다가, 

1549년에 델라 로베레 추기경을 따라 로마로 갔다. 

로마에서 유스타키오는 사피엔차 대학교La Sapienza의 

해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산토 스피리토Santo Spirito와 

콘솔라치온Consolazione의 병원으로부터 시체를 공급받아 

해부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후일 심한 통풍 

때문에 대학을 그만둘 때까지 그는 여러 편의 연구를 

발표했으며, 대학을 은퇴한 이후로도 죽기 직전까지 델라 

로베레의 진료를 담당했다.

유스타키오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온 히포크라테스 및 갈레노스의 고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고 연구자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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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와 관찰을 강조하던 르네상스 시대 의학계의 흐름에 속해 있었다. 이런 르네상스 

의학의 초석을 제공한 파도바 대학교의 해부학자 안드레아 베살리우스는 자신의 

해부 결과를 바탕으로 갈레노스의 해부학 중 일부가 틀렸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 

잡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유스타키오는 직접 실습을 중시하고 몸소 실천한 점에서는 

베살리우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갈레노스의 해부학에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유스타키오의 연구에서 잘 드러났는데, 1561년에 발표된 그의 첫 연구 

『뼈에 대한 검토』Ossium examen와 『머리의 운동』De motu capitis은 베살리우스의 갈레노스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어서 1564년에 발표된 『해부학 선집』Opuscula 

anatomica은 베살리우스의 반대에 맞서 갈레노스를 옹호했다.

그 외에도 유스타키오는 여러 해부학적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562년에 출판된 신장, 청각기관에 관한 연구와 1563년에 발표된 치아에 관한 

연구이다. 신장에 관한 연구는 단일 장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로서 그 때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신장의 위치와 부신의 존재를 밝혔다. 둘째로, 청각 기관에 

관한 논문은 현재 유스타키오의 이름을 따서 ‘유스타키안 관’Eustachian tube이라고도 

불리는 귀인두관, 그리고 고막에 있는 작은 근육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이 책은 1563년에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유스타키오의 『치아에 관한 소논문』이 

1951년에 빈에서 재간행된 것이다. 치과 전반을 다루는 이 책은 치아의 구조와 그 

연령별 발생 과정을 해부학적, 발생학적, 생리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총 29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치아목, 

치아뿌리, 치아와, 잇몸 등 치아의 세부구조에 대해 서술하고, 뒷부분은 발치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충치, 치석, 치주 및 잇몸의 문제 등 치과적 질환들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은 제럴드 슈클라Gerald Shklar와 데이비드 처닌David A. Chernin의 편집, 조안 토머스Joan 

H. Thomas의 번역에 의해 『치아에 관한 소논문』A little treatise on the teeth: the first authoritative book on 

dentistry이라는 제목의 영역본으로 1999년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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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치아,	잇몸,	그리고	치조돌기
의	질병과	치료의	역사
   The history and treatment of the diseases of the teeth, 
the gums, and the alveolar processes

이	책은	영국의	치과의사였던	조셉	폭스Joseph	Fox,	1776-1816가	

집필한	치아와	잇몸,	치조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안내서다.

폭스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는데,	

외과의사	존	헌터	문하에서	의학	수업을	받았으며,	

1803년	부정교합malocclusion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후에	왕립외과의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가이	

병원에서	치아의	구조와	질병에	대해	강의했다.

이	책의	선전	문구에	따르면,	이	책은	폭스가	가이	

병원에서	강연했던	원고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치아의	

구조나	질병에	대한	설명이	대중들에게	제시된	적이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서론을	

제외하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치아의	질병에	

대한	것인데	충치,	뼈돌출증,	치아의	파손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2장은	잇몸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잇몸의	종양,	

잇몸	괴사,	기이하게	잇몸이	커지는	현상	등을	설명한다.	

3장은	치아에	대한	수술	방법을	다루는데,	치아에	구멍이	

생겼을	때	충전하는	법부터	치석을	제거하고	발치하는	

법,	턱뼈의	탈구를	치료하는	법	등을	설명한다.	이	책에는	

8장의	도판도	실려	있는데,	충치가	생기는	과정과	다양한	

치아	질병에	대한	묘사부터	치아	배열	그림,	치석의	모양,	

상악동maxillary	sinus의	질환	등을	보여준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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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학의 원리 및 실습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dentistry

치의학 관련 저서

87

이 책은 미국의 치과의사인 채플린 해리스Chaplin Aaron Harris, 

1806-1860의 치과학 일반에 관한 저서이다.

오하이오 주 매디슨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형으로부터 열일곱 살 때부터 의학을 배우기 시작한 

해리스는, 1824년 의사 자격을 취득해 개업했다. 

1833년 미국 최초로 치과이사 자격을 얻은 호레이스 

헤이든Horace H. Hayden, 1769-1844의 학생이 되어 치과학을 

공부한 그는 남부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1835년 볼티모어에 정착했다. 볼티모어의 

워싱턴 의학교Washington Medical Colledge에서 명예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838년 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해리스는 미국에서 치과 분야의 초창기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치과학을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미국 

치과의사협회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1840년 치과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볼티모어 치과대학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을 설립하고, 헤이든에 이어 두 번째 총장을 맡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여러 권의 저서들도 집필했는데, 그 

중 치과학의 용어를 영어로 정리한 『치과학 사전, 전기, 

참고문헌 및 의학 전문용어』Dictionary of Dental Surgery, Biography, 

Bibliography and Medical Terminology(1849)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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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학 일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책은 1841년 초판이 출판된 이후 꾸준히 

개정판이 나왔는데,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치아, 잇몸, 치조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생리학 및 병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얼굴과 입의 골격과 근육, 

혈관, 신경 조직부터 치아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치아 

및 구강 조직에 질병이 생겼을 때를 다루는데, 구강점막이나 잇몸의 질병, 치석, 

치수齒髓, dental pulp 질환이나 입술 혹은 혀의 상태에 따른 질병 진단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은 실제로 질병이 생겼을 경우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령 충전재를 

이용해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 치통의 원인과 치료법, 마취제를 이용해 치아를 뽑거나 

불규칙하게 배열된 치아를 정돈하고 상악동 질환을 치료하는 법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치과 수술의 여러 종류와 방법,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보철의 방법과 치아 대체제의 종류, 새로운 치아를 넣은 방법, 치아의 본을 

뜨는 다양한 방법과 구체적인 준비 절차, 손상된 치아를 때우는 방법 등이다. 서문에 

따르면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해리스가 모두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인 반면, 나머지 

세 부분은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동료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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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치아의 자연사
 The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

치의학 관련 저서

88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인 존 헌터John Hunter, 1728-

1793가 집필한 치아의 구조와 질병에 대한 안내서이다.

당대 최고의 의사이자 의학에서 과학적 관찰과 

연구를 강조한 헌터는 종두법을 개발한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의 동료이기도 했다. 의사이자 

해부학 교사였던 형을 도우면서 의술을 배우기 시작한 

헌터는 곧 첼시 병원과 바르톨로뮤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의학을 공부했으며, 1756년 세인트 조지 병원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 1760년부터 3년 동안 군의관 생활을 지낸 

그는 1764년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후 조지 

3세의 주치의로 임명되기도 했다. 헌터는 치아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총상과 같은 외상의 

치료, 성병, 유아의 발육, 비교해부학적 관찰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임질과 매독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 병에 걸렸던 환자의 고름을 자신의 

몸에 주입하여 직접 실험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 책의 광고 문안에 따르면, 이 책은 헌터가 1755년 

이전에 관찰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실제 

원고 자체는 해부학 강의를 하는 동안 작성되었다. 이 

책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치아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치아가 위치한 상악과 

하악의 구조 및 치조의 형성, 턱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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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지, 그 근육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위치, 숫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치아의 특성 및 

발음과 치아의 관계도 다룬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 

치아의 부식, 염증, 잇몸 궤양 등의 일반적 특성 및 충치, 신경질환, 치아의 불규칙한 

배열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16개의 도판도 함께 싣고 있는데, 턱의 구조와 

모양, 얼굴의 구조와 치아의 배열, 잇몸을 제거하고 봤을 때 치아의 모습, 유아의 치아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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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및 인접 기관의 질병 및 외과 
수술
   A treatise on the diseases and surgical operations of the mouth, 
and parts adjacent

치의학 관련 저서

89

이 책은 프랑스의 치과의사 주르댕M. Jourdain, ?~1816이 

치아 및 구강 부위에 발생하는 질병과 이에 대한 수술 

방법을 설명한 안내서이다. 주르댕의 일생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인데, 컬리지 다코어Collège d'Harcourt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는 시립 병원Hôtel-Dieu에서 다시 의학을 

전공했다. 치아의 구조와 질병에 대해 연구한 그는 당대 

프랑스에서 저명한 치과의사로 활약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상악동maxillary sinus 및 위턱뼈 질환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상악동의 구조 및 관련된 질병의 종류, 여러 

가지 증상과 치료방법 등을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아래턱뼈 및 입술, 뺨, 잇몸, 혀 등에 나타나는 질병 및 

치료 방법을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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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에 관한 논문
 Treatise on dental caries

이 책은 프랑스의 치과 의사 마지토Émile Magitot, 1833-1897가 

충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및 그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한 책이다.

마지토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그는 파리 의학아카데미Academy of Medicine of Paris의 

교수였으며, 파리 인류학협회Society of Anthropology of Paris 

회원을 역임했다. 하버드 치과대학의 학장 챈들러Thomas 

H. Chandler, 1824-1895가 영어로 번역한 이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아 및 구강의 

구조와 충치 등 일반적인 병리해부학을 다루는 1장부터, 

충치의 원인과 조건, 인위적으로 충치를 만드는 실험을 

다루는 2장, 충치의 진행과정과 증상, 그 복잡성을 논의한 

3장, 충치의 분류와 진단법을 다루는 4장과 충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설명한 5장,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2개의 도판에 15개의 그림이 실려 있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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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관한 조력자
 The dental adviser

치의학 관련 저서

91

이 책은 미국의 치과의사 토머스 파머Thomas Palmer, 1802-

1907가 쓴 치아, 구강, 잇몸의 특성과 질병에 대한 

안내서이다. 파머는 약 80쪽 분량의 포켓 판형인 이 책 

서문에서 일관되지 못한 주먹구구식 치료를 비판하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치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제1, 2 생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각 단계에서의 질병 

및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치아의 수, 배열이 

불규칙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 충치, 치석 등에 대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쁜 치아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제시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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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구강생리학 및 외과에 관한 강의
 A course of lectures on dental physiology and surgery

이 책은 영국의 치과의사 존 톰즈John Tomes, 1815-1895가 

미들섹스Middlesex 의과대학에서 강연했던 원고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잉글랜드 남서부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에서 태어난 

톰즈는 1836년 런던 킹즈 칼리지의 의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고, 미들섹스 병원의 외과의사가 되었다. 

치아의 조직과 질병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당시 유행했던 

전신마취법에 심취하여 미들섹스 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하거나 일반적인 외과 수술을 할 때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1850년 왕립협회 회원으로 선출된 톰즈는 이후 

치과협회Odontological Society 창립을 주도했으며, 1878년 

치과의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톰즈가 미들섹스 

병원에 임용된 직후 생리학, 병리학에 대해 강의하면서 

『메디컬 가제트』Medical Gazette에 투고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책의 전반부는 치아의 일반적 구조와 모양, 

동물과 다른 사람의 치아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중반 이후부터는 제1차, 제2차 생치의 특징 및 치아의 

다양한 손상들, 치석, 충치 등을 자세히 다룬다. 치아의 

질병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뿐 아니라 135개의 그림도 

실려 있어 시각적인 설명이 돋보이는 책이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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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및 구강점막 질환
 Diseases of the gums and oral mucous membrane

치의학 관련 저서

93

이 책은 영국의 치과 의사이자 왕립 허버트 병원Royal Herbert 

Hospital의 세균학 전문의, 왕립외과의협회 교수였던 케네스 

고드비Kenneth Goadby, 1873-?가 잇몸 및 구강점막의 질환에 

대해 집필한 것이다. 서론에서 고드비는 이 책을 치과학생 

혹은 구강점막과 잇몸질환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교과서 성격의 책이라고 소개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잇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뒤이어 

치은염gingivitis, 치조농양alveolar abscess, 치주질환, 구강 내 

감염으로 인한 질병, 치통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러한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색 그림 8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그림들은 감염으로 발생한 종양, 

구내염stomatitis, 만성 설염chronic glossitis, 혀의 궤양 등 다양한 

질병들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 외에 106장의 흑백 

그림도 실려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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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구강병리학
 The pathology of the teeth

이 책은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를 웨들Carl Wedl, 1815-

1891이 치아의 병리적 특성에 대해 쓴 것이다.

빈에서 출생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이슐Ischl과 

잘츠부르크Saltzburg에서 의학을 공부한 웨들은 영국과 

프랑스 등지를 여행한 후, 빈으로 돌아와 조직학 연구를 

시작했고, 1853년 빈 대학교의 조교수가 된 이후 다시 

조직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학 및 

병리학에 정통했던 웨들은 기생충학, 안과학, 신경학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책은 치아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병리학적 

특성에 대한 웨들의 연구를 정리한 것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치아의 일반적 

특성 및 유치와 영구치의 특징, 치수, 잇몸, 치아 뿌리의 

골막periosteum 등 치아의 구조, 치아의 발달 등 해부학적 

특징을 주로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주로 병리적 특성을 

소개하는데, 치아의 불규칙한 배열과 구조로 인한 질병들, 

염증, 신경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다룬다. 또한 이 책에는 

105개의 그림으로 시각적인 설명도 곁들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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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95

생물학 및 지질학 에세이들
 Discourses biological and geological: essays

이 책은 영국의 동물학자 토머스 헉슬리Thomas Huxley, 1825-

1895가 쓴 생물학 및 지질학 에세이를 묶어 놓은 것이다.

동물학자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열렬히 

옹호했던 헉슬리는 1825년 런던 근처의 일링Ealing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10살 때까지 2년 

동안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립학교에서 공부한 헉슬리는 

과학, 역사, 철학, 언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짧은 의학 

교육을 받은 후 코번트리와 런던에서 일반 개업의로서 

수련 과정을 거쳤다. 이후 헉슬리는 차링 크로스 

병원Charing Cross Hospital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의학 강좌를 

이수했다. 스무 살에 런던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 시험을 치르지 않고 

1845년 해군에 입대했다. 영국 군함 래틀스네이크Rattlesnake 

호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헉슬리는 해양 동물을 

수집하고 해부하는 연구를 지속했고, 1850년 런던에 

돌아온 이후 찰스 다윈,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 1797-

1875,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등 당대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후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광산학교Royal School of Mine의 자연사 교수, 

지질조사국British Geological Survey의 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영국과학진흥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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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의 학문적 관심사는 다양했는데, 특히 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열렬히 

옹호하면서 당대의 저명인사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1859년 『종의 기원』이 

출판되기 이전부터 다윈과 교류하면서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던 

헉슬리는, 책 출판 이후 익명으로 서평을 쓰거나 대중 강연을 통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했다. 당시 영국의 저명한 동물학자 리처드 오언이나 주교 사무엘 윌버포스Samuel 

Wilberforce, 1805-1873 등 다윈의 『종의 기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인물들에 맞서, 

헉슬리는 스스로를 ‘다윈의 불도그’라고 칭할 만큼 전투적인 태도로 논쟁을 이어갔다. 

또한 1863년에는 그 스스로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하는 책,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출간하여 인간도 진화의 산물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진화론뿐 아니라 헉슬리는 당시 영국의 교육계에서 과학을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광산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그는 현미경과 박물관 표본을 이용하여 정밀한 실험을 가르쳤고, 마이클 포스터Michael 

Foster, 1836-1907, 레이 랭크스터Ray Lankester, 1847-1929 등 젊은 강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실험을 가르치도록 장려했다. 또한 헉슬리는 그동안 박물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과학 교육을 각급 학교 및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과학을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전반을 오늘날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는 데 노력했고, 성경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경 읽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헉슬리는 과학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영국의 종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생물학 및 지질학 에세이들』은 1860년대 후반부터 1870년대 중반까지 헉슬리의 

다양한 생물학적, 지질학적 관심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8개의 원고는 모두 헉슬리가 관여했던 

다양한 모임의 강연문을 정리한 것이다. 11개의 원고 중 생물학과 지질학에 대한 

논의가 각각 5개이며, 생명체의 지질학적 유형을 다루고 있는 9장은 두 분야가 

중첩되어 있다. 각 장별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1868년 영국 학술협회British Association 모임 당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초크chalk라고 하는 석회질 암석에 대해 강연한 원고이다. 2장부터 4장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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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문이 아니라 따로 만들어진 원고들인데 영국 군함 챌린저Challenger호의 탐험 

과정에서 밝혀진 심해의 문제(2장, 1873년)와 탐사결과에 대한 논의(3장, 1875년), 

그리고 효모yeast에 관한 내용(4장, 1871년)이다. 5장은 1870년 브래드포드Bradford의 

철학연구소Philosophical Institute에서 석탄의 형성에 대해 강연한 원고이며, 6장은 영국 

왕립과학연구소Royal Institution 금요 강연에서 동물계와 식물계의 경계에 대해 강연한 

것이다. 7장은 바다가재 및 동물학 일반에 대하여 1861년 사우스켄싱턴 박물관에서 

강연한 글이며, 8장은 영국과학진흥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회장으로 

재임하던 1870년 리버풀에서 강연한 생물발생설과 자연발생설에 대한 내용이다. 

제9장부터 11장까지는 지질학 협회Geological Society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들인데, 

9장에서는 생명체의 지질학적 형태를 다루고 있다면(1862년), 10장에서는 지구의 

나이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바꾸어야 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1장은 고생물학과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강연한 원고이다.

             정세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

212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96

방법과 결과
 Method and results: essays

이 책은 헉슬리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네 번째 장에서 헉슬리는 이성을 올바르게 

탐구하여 과학적 진리를 찾는 방법에 대한 데카르트의 

논의를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론이야말로 과학적 동의가 만들어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책의 나머지 여덟 원고는 

모두 이러한 방법을 응용한 결과일 뿐이며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역시 ‘방법과 결과’라고 설명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는 

특이하게도 헉슬리의 짧은 자서전이 포함되어 있다. 

노년의 헉슬리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서전 

이후에 실린 9장의 원고 중,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 번째 원고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에 대한 

헉슬리의 설명이고(1870년), 나머지는 자연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의 타당성(1장, 1866년), 과학의 

발전(2장, 1887년), 생명의 물리적 기초(3장, 1868년), 

동물이 자동인형이라는 가설과 그 역사(5장, 1874년), 

허무주의(6장, 1871년), 인간의 자연적인 불공평함(7장, 

1890년), 자연권과 정치권(8장, 1890년), 무정부주의와 

통제(9장, 1890년) 등이 실려 있다. 1860년대 초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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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까지 상당히 긴 시간에 걸친 원고들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볼 때, 데카르트의 

방법론에 대한 헉슬리의 관심이 처음부터 아주 깊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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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과학과 교육
 Science and education: essays

이 책에는 영국의 교육과정 전반과 과학 교육에 관한 

헉슬리의 강연문과 원고 17편이 묶여 있다.

비록 헉슬리 본인은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독학으로 

의학 및 여러 분야를 공부했지만, 헉슬리는 1850년대부터 

영국의 교육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그는 

1850년 런던 노동자학교London Working Men’s College 설립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이후 설립된 남 런던 노동자학교South 

London Working Men’s College 교장을 맡았다. 또한 1870년에는 

런던 학교위원회London School Board 위원으로 선출되어 기초 

교육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외에도 헉슬리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855년부터 

시작된 ‘노동자 강연’working men’s lectures에서 그는 책이나 

교실의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경험하고 실험하는 

교육을 강조했고, 광산학교를 비롯한 대학의 수업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1872년부터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과학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과학적 주제에 대해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책에 실린 17편의 원고 중 12편은 국내외에서 

강연했던 원고들이다. 화학자 프리스틀리Joseph Pristley, 

1733-1804를 통해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기리거나(1장, 

1874년), 자연과학의 교육적 가치(2장, 1854년), 교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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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4장, 1868년)과 과학 교육(5장, 1869년) 및 교육 분야에서 과학과 예술의 관계(7장, 

1874년), 대학 교육(8장과 9장, 각각 1874, 1876), 의학 교육(12장, 1870), 학교위원회(15장, 

1870) 등 교육 문제에 관한 헉슬리의 생각을 가감 없이 볼 수 있는 글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4장 ‘교양 교육: 어디서 할 것인가’는 그가 교장을 맡았던 남 

런던 노동자학교에서 1868년 강연했던 글이며, 9장 ‘대학 교육에 관한 연설’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개교 기념식에서 발표된 원고이다. 또한 15장 ‘학교위원회: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도 되는가’는 런던 학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직후 작성한 

것으로, 기초 교육의 위상에 기능에 관한 헉슬리의 관점이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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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다위니아나
 Darwiniana: essays

이 책은 헉슬리가 다윈의 진화론 그 중에서 자연선택설을 

옹호했던 다수의 강연문을 정리하여 묶은 것이다. 

강연문에서 헉슬리는 이미 고생물학 증거에 의해서, 또한 

인공적인 품종개량 연구(인위선택artificial selection)에 의해서 

자연선택설이 입증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다윈의 이론에 대한 일반적 설명부터 

『종의 기원』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들의 계보학을 

통해 다윈의 진화설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생물학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가지는 위치도 짚어 본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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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히브리 전통
 Science and Hebrew tradition: essays

이 책은 헉슬리가 기독교 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당 

부분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성서』의 내용과 당시 밝혀진 

과학적 이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론에서 헉슬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러 

사회에서 신God만이 진실에 관한 권위 있는 저자라는 

믿음이 퍼져 있고 이런 믿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로 간주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헉슬리는 

특히나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약성서』의 

설명이나 노아의 홍수에 대한 묘사들이 그 자체로는 

하나의 전설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전설을 

절대적이고 무오류인 양 맹신하는 것을 없애고자 함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1880년부터 1891년까지 

10여 년 동안 집필된 8개의 원고로 구성된 이 책은, 이후 

『과학과 기독교 전통』에서 본격적으로 개진될 과학과 

종교에 관한 헉슬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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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and Christian tradition: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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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 책은 헉슬리가 노년에 이르렀던 1880년대 후반 이후 

과학과 기독교 전통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과학과 히브리 전통』에서 『구약성서』의 내용에 관한 

고민을 담은 원고들을 집필했다면, 이 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헉슬리는 스스로 무신론자, 

유신론자, 범신론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또 유물론자인자 

유심론자인지, 혹은 기독교도인지 자유사상가인지 

자문한다. 학식이 깊어갈수록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지만, 

단 하나 마지막 자유사상가의 기질은 가진다고 고백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사상가란 영적인 직관gnosis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며, 존재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헉슬리는 이러한 

성향을 ‘불가지론’agnostic이라는 용어로 정의했는데, 인간 

지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나 존재에 대해 선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헉슬리는 그러한 

선험적 믿음이나 판단이 사이비 과학이라고 강조하면서, 

과학은 오히려 불가지론과 더욱 밀접한 지적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 책은 불가지론적 입장에 입각하여, 

기독교 전통, 특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거나 

그렇다고 믿는 일종의 사이비 과학과 같은 기독교적 

사상이 얼마나 과학과 대비되는지를 강조한다.

             정세권



219

 3.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101

흄, 그리고 버클리 연구
 Hume, with Helps to the study of Berkeley: essays

이 책에서 헉슬리는 과학혁명 당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철학의 새로운 조류가 영국의 철학자 흄David 

Hume, 1711-1776과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에 이르러 

완전히 만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헉슬리에 따르면 

버클리가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 원리 즉 절대적인 

확실성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완성했다면, 

흄은 지식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가설에 대한 데카르트의 

비판을 확장해서 인간이 완벽한 지식을 가지기는커녕 

아무 지식도 가지지 못함을 증명했다. 확실한 지식 

없이는 아무 것도 진실로 간주하지 말고, 모든 믿음이 

항상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권위라는 

것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철학. 헉슬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런 근대적 정신이 

영국에서는 흄과 버클리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총 13개의 장과 하나의 부록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흄의 생애에 

대한 헉슬리의 해설인데, 문학적, 정치적 원고를 

썼던 젊은 시절(1장)과 영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노년기(2장)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흄의 철학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흄 철학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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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3장),	마음(4장),	인상impression의	기원(5장),	정신	작용의	분류와	명명(6장),	

동물의	정신현상(7장),	언어(8장),	자연의	질서와	기적(9장),	유신론(10장),	영혼(11장),	

의지(12장),	도덕(13장)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헉슬리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버클리에	대해	해설하는	부록을	이	책의	뒷부분에	실었다.	흄에	대한	원고는	원래	

1879년	‘English	Men	of	Letters’	시리즈에	수록된	것이고,	버클리에	대한	원고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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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인간의 지위
 Man’s place in nature: and other anthropological essays

이 책은 헉슬리가 인간과 영장류를 해부학적으로 

비교하면서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이며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책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 헉슬리는 인간과 

영장류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당대의 저명한 동물학자 리처드 오언과 충돌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오언은 인류야말로 고유한 형태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와 엄격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는데, 헉슬리는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세 편의 짧은 원고를 묶어 1863년 『자연에서 

인간의 지위』라는 책자로 출판했다. 여기서 헉슬리는 

인간과 닮은 영장류의 자연사 및 인간과 하등동물의 

연관성, 그리고 인간의 화석 표본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는 인간과 영장류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역시 진화 과정의 일부임을 주장했다.

이 책은 1863년 발표된 세 편의 원고에 더해 세 편의 

인류학 관련 원고들이 추가로 묶여 있는데, 민속학 연구의 

방법과 결과(4장, 1871년), 영국 민속학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들(5장, 1871년), 아리아어Aryan에 관한 질문들(6장, 

1890년)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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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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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헉슬리가	사망	두	해	전에	로마니스	강연Romanes	

Lecture에서	발표한	원고에	새로운	서문을	붙여	엮은	

것이다.	로마니스	강연이란	영국의	저명한	동물학자	

로마니스George	Romanes,	1848-1894가	설립하여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하는	행사였는데,	헉슬리는	

68세에	이	강연에	나서게	된	것이다.	1896년	뉴욕에서	

출판된	이	책은	1983년	로마니스	강연의	원문(제2장)과	

1년	뒤	새롭게	쓴	서문(제1장)이	100여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의	다른	에세이	세	편,	「과학과	

도덕」Science	and	Morals(1886),	「자본	-	노동의	어머니」Capital-

The	Mother	of	Labour(1890),	「사회적	질병과	그보다	더	나쁜	

치료책들」Social	Diseases	and	Worse	Remedies(1891)이	수록되어	

있다.

헉슬리는	이	책에서	인간의	윤리가	자연의	법칙인	

진화에	맞서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헉슬리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	사회의	진보	역시	그런	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진보는	우주와	자연의	진화와는	사뭇	

다른데,	왜냐하면	문명을	이룩한	인간은	동물적인	

투쟁	즉	살아남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하는	태도를	

죄악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헉슬리는	인간	사회를	



223

3.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도외시하고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태도는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강변한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헉슬리는 이런 문명화된 인간 사회가 거대한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새로 쓴 서문에서 예로 들고 있듯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식물 정원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외래 식물을 들여와 주변과 다른 상태를 

만들었다면, 그 정원은 우주의 법칙에 반하는 것인가? 헉슬리는 비록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정원의 모습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입조차 

자연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우주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주장을 통해 헉슬리는, 인간 사회의 외부에 인간의 윤리와는 다른 방향의 ‘우주의 

힘’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과정과는 다르게 문명을 이룩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 강연 원고는 당시에 그 내용뿐 아니라 유려한 문체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으며, 영국에 유학 중이던 옌푸嚴複, 1854-1921가 이 글을 번역하고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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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and Life: Aberdeen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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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의 화학자 프레더릭 소디Frederick Soddy, 1877-

1956가 1915년부터 1919년까지 에버딘 대학교에서 

강연했던 원고들을 모아 놓았다. 프레더릭 소디는 

어니스트 러더퍼드Ernest Rutherford, 1871-1937와 함께 

연구하면서 화학 원소의 변환 과정에서 방사능이 

생긴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동남부의 이스트본Eastbourne에서 태어난 

소디는, 웨일즈 대학교와 옥스퍼드 머튼 칼리지(Merton 

College)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1900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화학강사로 재직했다. 이곳에서 러더퍼드와 

함께 방사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소디는 곧 원소의 

원자가 변환되면서 방사능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혔다. 

1904년 귀국 후 10년 동안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후 5년은 애버딘 대학교에서 재직한 소디는 이 기간 

동안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라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방사성 원소 중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원자량이 다른 동위원소의 존재를 

밝히는 데 성공했고, 1918년에는 주기율표 상 91번째 

원소인 프로토악티늅(Pa)을 발견했다. 1919년 옥스퍼드 

대학교로 옮긴 소디는 이곳에서 15여 년 동안 재직했고, 

1921년에는 방사성 원소 붕괴와 동위원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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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소디가 1914년부터 1919년까지 5년 동안 애버딘 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각종 강연문과 출판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1장 「과학과 삶」(1919)과 2장 「물리적 힘: 

인간의 노예인가, 주인인가」(1915)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다. 여기서 소디는 

인류의 역사가 이용 가능한 자연의 에너지 양에 지배받아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의 많은 일들을 좌우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따라서 소디는 원소의 인공변환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인간이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당시 영국을 비롯한 문명사회에서는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과학자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으며, 대학의 교육과정 역시도 전통적인 교과에 

치중해 있어 과학 분야가 제대로 교육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3장, 「화학과 국가의 

번영」, 4장, 「과학과 국가」, 5장, 「과학의 미래와 그 길을 가로막는 것」). 따라서 최근 화학과 

물리학 등 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개괄해 볼 때, 과학자들이 단순하게 진리를 발견하는 

희열로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디의 주장이다.

이 책의 말미에는 소디가 새롭게 추가한 세 개의 부록이 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대학 교육에 대해 미국의 카네기 재단이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소디의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들이다. 이 

책은 화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과 과학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디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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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퐁 전집』은 18세기 프랑스의 자연사학자 조르주-루이 

르클레르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1788의 

글을 모은 것이다.

총 32권으로 구성된 『뷔퐁 전집』은 프랑스에서 

1825년에서 1828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이 책의 

편집자는 저명한 프랑스 식물학자였던 리처드 아칠Richard 

Achille, 1794-1825로 그는 뷔퐁의 방대한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또한 이 전집의 첫 권에 뷔퐁의 일생과 

과학적 작업에 대한 해설문을 썼다. 이어지는 1권부터 

28권까지는 뷔퐁의 과학적 저술과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그의 대표작인 『자연사』Histoire naturelle도 전집에 

포함되어 있다. 전집의 29-32권은 부록편으로, 뷔퐁의 

후계자이자 프랑스 왕립아카데미의 서기인 저명한 

자연사학자 조르쥬 퀴비에Georges Cuvier, 1769-1832가 새롭게 

쓴 뷔퐁 이후의 자연사와 생물학의 발전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 있다.

1707년 프랑스의 부르고뉴Brugundy 지역 

몽바르Montbard에서 부르주아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뷔퐁은 디종Dijon에 있는 예수회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곧 법조계에 종사하고자 

법학 교육을 받던 중 수학과 의학, 식물학에 매료된 그는 

법학 교육을 중단하고 여러 학자들과 함께 유럽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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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거치며 학문 수행의 길을 떠나게 된다. 1732년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해진 그는 프랑스의 파리로 돌아와 저명한 과학자로 인정받으며 학계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게 된다. 1734년 권위 있는 파리의 왕립 과학아카데미는 확률 이론에 

대한 뷔퐁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를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또한 1739년 왕립 

식물원Jardin du Roi의 디렉터로 임명되어, 이 기관을 유럽 최고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립 식물원의 디렉터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그의 

사후에는 그의 수제자였던 퀴비에가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1740년 이후 뷔퐁은 여름에는 그의 고향인 몽바르에, 그 외의 기간은 파리에서 

보내며 저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건강한 신체와 규율 잡힌 삶을 영위해, 

1749부터  1804년까지 자연사의 방대한 분야를 섭렵하는 총36권으로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전집, 『자연사』를 출판하게 된다. 1749년 처음 3권으로 출판된 『자연사』는 

첫 권에서  자연사 연구의 방법론과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광물계의 

자연사, 그리고 두 번째 권에서 동물계의 자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권은 왕립 캐비닛Cabinet du Roi의 진기한 전시품들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 이후 출간된 『자연사』의 4-15권은 네 발이 달린 동물들quadrupeds에 대한, 

16-24권까지는 조류birds에 대한, 그리고 25-29권까지는 광물계minerals에 대한 자세한 

자연사적 서술들을 담고 있다. 그 후의 30-36권까지의 책들은 그가 쓴 다양한 자연사 

저술들을 다시 모아 『자연사』 전집의 보충판supplementaries 형식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의 

『자연사』는 18-19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였으며, 그 이후에도 미국 

등지에서 많은 부수가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뷔퐁 전집』은 자연사뿐만 아니라 그의 확률과 수학에 대한 저술, 우주의 

기원과 지구의 생성에 대한 저술들, 광학과 물리학에 대한 저술들, 그리고 생리학과 

임학forestry에 대한 저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뷔퐁은 성서적인 우주론에서 벗어나 

우주가 태초의 하나의 성운과 같은 것에서 생겨났다며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행한 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통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여 실제 지구의 나이가 성서의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라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우주의 기원과 지구의 역사, 그리고 종의 

분포와 다양성에 대한 그의 논의는 후에 진화론의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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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은 단순히 자연사학자로서의 뷔퐁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이렇듯 18세기 자연 

세계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이곳에 포함된 자연사 이외의 많은 저술들을 『자연사』의 보충판에 

포함된 것들이기도 하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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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코스모스:  
우주에 관한 물리적 기술
   Cosmos: a sketch of a physical description of the universe  
4 vols.

『코스모스: 우주에 관한 물리적 기술』는 19세기 유럽의 

학문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의 자연사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

1859가 1845년부터 1862년 사이에 출판한 전집이다. 이 

전집은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출판된 4권과 사후 출판된 

1권,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클라 문고본은 첫 

4권을 소장하고 있다.

『코스모스』는 훔볼트가 생애 후반 약 25년 동안 

저술한 책으로, 그가 젊은 시절 유럽은 물론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세계 전역을 탐험한 경험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전집은 훔볼트의 많은 저서들이 

그러했듯이 학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숭고미를 뛰어나게 묘사한 그 문학적인 측면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많았다. 1845년 출간된 『코스모스』의 첫 

권은 두 달 만에 모두 매진되었고, 바로 전 세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될 정도였다.

『코스모스』라는 저서의 제목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Kosmos라는 단어에서 착안한 것이다. 훔볼트는 

이 단어를 사용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파악하려는 그의 낭만주의적 자연관을 

보여주려 했다. 이 전집은 그 제목에서부터 독일 베를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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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의 큰 영향을 받은 훔볼트의 

자연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94년 독일 낭만주의의 발상지인 예나Jena로 이주한 

훔볼트는 독일의 인문주의자이자 그의 형이었던 빌헬름 본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와 시인이자 과학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

1832와 교류하며 낭만주의적 사조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가 발전시킨 낭만주의적 

자연관은 무엇보다 자연이라는 공간이 열정적 탐험과 낭만적 모험을 통해 세계와 

자아를 이어주며 하나의 전체로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해 있었다.

훔볼트는 1799년 남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나며 자연을 경험하며 이러한 숭고한 

경험을 통해 자연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고양의 순간을 경험하고자 했다. 그에게 

자연으로의 모험은 진정한 자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낭만주의적 탐험 

길이었다. 훔볼트는 1804년까지 총 5년에 걸친 남아메리카 탐험을 통해 당대 최고의 

자연사학자이자 지리학자로서 명성을 쌓게 되었다. 이 남미 여행을 통해 훔볼트는 

당시 최고봉으로 알려진 침보라소Chimborazo 산을 등반했으며, 거대한 오리노코 강과 

아마존 강 유역을 탐험하며 지도를 작성하고, 전기뱀장어를 비롯하여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채집하고, 기록했다. 당대 최고의 

탐험가였던 훔볼트는 독일의 콜럼버스라 불리며 그 이후에도 전 세계를 탐험하며 

많은 저술을 발표했다. 그의 자연사 강의와 저서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수많은 

아마추어 학자들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의 명성은 당시 유럽에서 

나폴레옹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생물종들과 지역, 도시들은 이를 

처음 발견하거나 묘사한 훔볼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코스모스』는 무엇보다 그의 남아메리카 탐험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20여년에 걸친 그의 탐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히 

백과사전적인 저서는 아니었다. 그는 자연이 조화로운 질서가 있는 공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숭고미가 넘치는 곳이라는 신념하에 이 전집을 크게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 두 파트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코스모스』는 훔볼트가 지적했듯이 

자연과 세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같은 책이었다.

첫 권은 그의 낭만주의적 자연관과 경험에 대한 긴 서론을 포함하고 있다. 

본론에서 훔볼트는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서술을 시작하여 서서히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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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하나의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	후	훔볼트는	지구의	

표면과	내부의	역동적인	지질학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행성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인	우주와	지구에	대한	묘사를	마친	후,	

훔볼트는	그의	『코스모스』	2권에서	시간과	문명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우주와	세계를	

탐험하는	발전해온	우리	내부의	주관적인	정신세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가	코스모스에	대한	‘시적’詩的	묘사라고	지칭한	2권에서	훔볼트는	지중해의	

고대	문명에서부터	세계화된	19세기	당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자연과의	숭고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조화롭고	아름다운	우주의	

상태였다.

3권에서	그는	우주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에	대해	논의하며	모든	

천체의	별과	행성들이	지닌	물질의	양이	어떻게	중력과	같은	인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뉴턴의	만유인력과	같은	이	

근본적인	우주적	힘이	단순히	천체에	작용을	하는	것을	넘어	세세한	분자	수준에서	

자연과	세계의	모든	현상,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포함하여	모든	화학적,	전자기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현상을	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4권에서	훔볼트는	지구에	대한	지리학적,	지질학적인	묘사와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지구를	이루는	지각의	밀도에서부터	자장에	

이르기까지	지구	내부의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표면의	바다와	대양,	산과	강	등을	불러일으킨	지진과	화산	활동	등을	언급하며	

지구의	현재	물리적	모습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렇듯	『코스모스』는	자연과	세계,	그리고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성장해	온,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이	모두가	하나의	근본적인	힘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훔볼트	자신이	직접	미개척	자연을	탐험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그의	자연에	대한	미적	감흥에	

기반해	쓰여졌다.	훔볼트는	『코스모스』에서	그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수집한	

지질학적이고	지리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동식물의	분포와	기후와	같은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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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지구상의 지리적 환경과 생태계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의 『코스모스』는 무엇보다 단순히 지리학적, 지질학적, 그리고 자연사적 

저술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조화로운 체계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태학적 전망을 처음으로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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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윌리엄 톰슨 혹은  
켈빈 남작의 생애
 The life of William Thomson, Baron Kelvin of Largs

이 책은 19세기 물리학계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공학자로 평가받는 영국의 윌리엄 톰슨William Thomson, 1824-

1907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다.

1824년 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톰슨은 열 

살의 나이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였고, 열일곱 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전자기학과 물리학에 대해 공부했다. 졸업 후 잠시 

프랑스 파리 르노Henri Victor Regnault, 1810-1878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뒤 톰슨은 1846년 22살의 나이로 글래스고 

대학교 자연철학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여기에서 50년 

가까이 재직한 뒤 1904년에 총장이 되기도 했다. 1892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남작baron의 지위를 하사받아 귀족이 

되었으며, 1890년부터 1895년까지 영국 왕립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톰슨의 물리학 연구는 크게 전자기학과 열역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낳았다. 먼저 열역학 분야에서 

톰슨은 두 개의 열역학 법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하나는 열과 일이 서로 등가等價이며 온도의 변화가 

일의 양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발전시켜, 더 이상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최저 온도(-273℃ 혹은 0°K)인 절대온도 

개념을 만든 것이었다. 이 절대온도 개념은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두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의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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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에 열역학 분야뿐 아니라 다른 전공의 물리학자들도 널리 

사용했다. 두 번째는 독일의 루돌프 클라지우스Rudolf Clausius, 1822-1888와 독립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정식화했다는 것이다. 톰슨은 열역학 분야 외에 자기학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는데,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1867의 ‘장이론’field 

theory을 수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개념들을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전기저항 측정과 

관련된 전자기의 단위들에 관한 규약을 완성하고 전자기 연구를 위한 절대 전위계, 

사분면 전위계, 전기 저울 등을 제작했다.

『윌리엄 톰슨 혹은 켈빈 남작의 생애』는 물리학자이자 전기 작가인 실바누스 

톰슨Silvanus Thompson, 1851-1916이 1906년부터 톰슨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한 전기이다. 

그렇지만 1907년 톰슨이 사망한 이후, 실바누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전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톰슨의 모든 과학 논문을 읽고 정리한 후에 4년 뒤인 1910년에 

두 권의 두툼한 책으로 출판했다. 첫 번째 권은 1871년까지 톰슨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학창시절, 스물 두 살의 나이로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던 상황, 열역학 이론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업적을 만드는 과정, 대서양 횡단 

전신을 포함하여 전신과 관련된 그의 연구들, 지구의 나이를 둘러싼 지질학적 논쟁에 

대한 톰슨의 입장 등이 담겨 있다. 두 번째 권에는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당대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하고 강연을 다니는 여정과 남작의 작위를 받고 글래스고 대학교의 

교수직에서 물러나는 과정 그리고 그의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권의 

마지막에는 톰슨의 학술적인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은 훈장의 목록과 인쇄된 

출판물, 그리고 서신과 특허 목록들이 정리되어 있다. 1,300 쪽에 달하는 두툼한 

두 권의 책은 19세기 말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과학자의 연구와 삶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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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의 원소
   Elements of chemistry 
2 vols.

이 책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헤르만 

보어하브Herman Boerhaave, 1668-1738의 Elementa chemiae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1668년 네덜란드 라이덴 근교에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보어하브는 젊은 시절 아버지처럼 

신학을 공부했지만, 아버지의 사망 이후 라이덴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을 전공했다. 이후 그는 다시 

하이데르베이크 대학교에 진학하여 의학을 공부했다. 

1701년 라이덴 대학교의 의학 연구소 강사로 임용된 

보어하브는 몇 년 뒤 같은 대학교의 식물학 및 

의학교수가 되었고, 라이덴 식물원에서 식물 연구를 

병행했다. 1714년 라이덴 대학교의 총장이 된 보어하브는 

뒤이어 임상의학 교수 및 화학교수 직위를 병행했으며, 

말년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단체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의사로서 보어하브는 의료가 진찰과 실험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상 수업을 실시했고, 

이런 시도는 학술적 연구를 병행하는 근대 병원 모델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는 소변으로부터 요소尿素, urea를 

최초로 추출했고, 체온계를 처음으로 임상에 이용하기도 

했다. 임상교육을 강조하는 보어하브의 입장은 그의 

제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근대 실험생리학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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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평가받는 알브레히트 폰 할러는 보어하브를 ‘전 유럽의 스승’이라고 칭송했고, 

보어하브의 제자들은 이후 영국의 에든버러 의학교와 빈 의학교를 설립해 유럽의 

임상의학을 주도했다.

『화학의 원소』는 원래 라틴어로 1732년에 출판되었는데, 티모시 달로우Timothy 

Dallowe가 영어로 번역하여 1735년에 출판한 것이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권은 화학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된다.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은 

각 물질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금속・염salts・황・돌・식물・동물의 

화학적 성질이 어떤지, 불・물・공기・흙의 성질은 무엇이며, 각 용매들(물・기름・화학적 

용매・알코올・알칼리 용액・산성 용액)의 성질과 화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연구가 물리학과 의학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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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식물의 생리에 관한 
소책자
   Opuscules de physique, animale et végétale 
2 vols.

이 책은 이탈리아의 생리학자이자 생물학자, 

자연사학자인 라자로 스팔란차니Lazzzaro Spallanzani, 1729-

1799가 쓴 동식물의 발생에 관한 저술이다.

스팔란차니는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기상학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를 발표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은 생물의 자연발생설에 대한 반박, 

동물의 소화 작용 및 혈액 순환 기전, 동식물의 호흡과 

생식, 전기메기의 발전 원리, 박쥐의 초음파 감각과 비행, 

양서류의 신체 절단시 재생의 기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그가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게 

된 데에는 볼로냐 대학교의 물리학 및 수학 교수였던 

친척 라우라 바시Laura Bassi, 1711-1778의 영향이 컸다. 

스팔란차니는 15세에 예수회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사학, 

철학, 언어학을 배웠으며, 변호사이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법학을 배우기 위해 1749년 볼로냐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자연사 등 자연과학 

분야에 깊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라우라의 지원에 

힘입어 법학이 아닌 자연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1753년 

무렵 그는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형이상학과 

신학 교육을 받은 뒤 수도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교회의 

재정적 원조를 받으면서 일생동안 자연현상을 탐구했다.

1755년 초부터 스팔란차니는 레기오 에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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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College of Reggio Emilia의 강사가 되어 논리학, 형이상학,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다른 학교에서 응용수학과 프랑스어 강의까지 담당했다. 레기오 

에밀리아에 있는 동안, 스팔란차니는 그의 연구 인생에서 핵심 주제가 된 생물의 

발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파도바 대학교의 자연사 교수이던 스팔란차니의 

친척 안토니오 발리스네리Antonio Vallisneri, 1661-1730의 소개로, 생명의 기원과 발생에 

관한 프랑스 생물학자 조르주 뷔퐁Georges Louis Leclerc de Buffon, 1707-1788과 영국 생물학자 

존 니덤John Tuberbille Needham, 1713-1781의 연구를 접했다. 그들은 모든 생물이 매우 

작고 움직이는 입자로 분해되고 이것들이 다시 결합하여 생명체를 만든다는, 

다시 말해 생식 작용이 없이도 생명이 탄생한다는 소위 생명의 ‘자연발생설’을 

주장했다. 특히 니덤은 고기를 우려 만든 배양액에서 미생물이 저절로 생성되도록 

하는 ‘생장력’vegetative force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뷔퐁과 니덤의 주장은 논란을 

야기하면서도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1762년 스팔란차니는 니덤의 실험을 재현하는 일에 착수했고 그로부터 약 

20년간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수차례의 실험을 반복한 결과 그는 배양액을 

끓인 다음 거의 진공 상태인 밀폐용기에 넣어 두고 장시간 방치할 경우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니덤의 배양액에서 미생물이 

발생한 이유는, 공기 속 또는 실험기구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배양액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배양액에서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의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자연발생설 지지자들은 

스팔란차니가 배양액을 끓임으로써 공기 중의 생명력을 없앴기 때문에 자연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런 반대론에 맞서면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

1895를 비롯한 일군의 과학자들이 자연발생설을 최종적으로 논파한 것은 그 때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기의 이야기였다.

『동물과 식물의 생리에 관한 소책자』는 자연발생설에 관한 스팔란차니의 

비판들 가운데 정수를 모은 같은 제목의 라틴어 단행본 Opuscoli di fisica animale, e 

vegetabile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원본은 1776년 이탈리아의 모데나Modena에서 

라틴어로 간행되었다. 쟝 세네비에Jean Senebier, 1742-1809는 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1787년 파리에서 출판하였는데, 서문은 1777년에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178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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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베도스Thomas Beddoes, 1760-1808가 영어로 번역하여 런던에서 출판하였으며, 

1803년에 존 그레이엄 델리엘John Graham Dalyell이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에든버러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 뒤쪽에는 서문과 스팔란차니의 친우로 

자연발생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제네바의 생물학자 샤를 보네Charles Bonnet, 1720-

1793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장은 1권에, 나머지는 2권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발생설에 대한 

스팔란차니의 비판적인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1장과 2장이다. 1장은 니덤의 

미생물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미생물을 발생시키는 ‘생장력’이 열에 불안정하므로 

가열시 미생물의 발생이 억제된다는 니덤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이다. 스팔란차니는 

배양액을 끓여서 밀봉되지 않은 플라스크에 수일간 담아 둘 경우, 2시간 이하로 끓인 

배양액보다 2시간 끓인 배양액에서 더 많은 미생물이 관찰되었다고 하면서, 니덤의 

‘생장력’ 개념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보인다. 2장은 동물의 정자에 대한 연구 뷔퐁의 

논의를 비판한 연구이다. 뷔퐁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점액으로부터 

정자가 생겨나서 분해된 후 생명체를 이루는 기초 입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팔란차니는 현미경으로 정액을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자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쪼개지거나 분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뷔퐁의 견해는 현미경을 잘못 

관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3장은 정체된 공기가 동식물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4장은 죽은 뒤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 가령 윤충류輪蟲類, 

Rotifera같은 지둔형遲鈍型 생물의 특징을 서술하고, 5장은 성숙한 곰팡이의 생식 능력에 

관해 논의한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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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그것이 보여주는 것들
   The microscope and its revelations 
2 vols.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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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의 의학자이자 자연사학자 윌리엄 

카펜터William B. Carpenter, 1813-1885가 쓴 현미경 조작과 

활용을 위한 지침서이다.

평생에 걸쳐 인간 및 동물 생리학을 연구한 카펜터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의학 

교육을 받고, 1839년 에든버러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약 5년 동안 임상의사로서 활동하던 

그는 1845년부터 왕립 연구소Royal Institution의 생리학 

교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법의학 교수, 런던 병원London 

Hospital의 생리학 강사를 비롯한 각종 교직에서 일했으며 

1856년부터 1879년까지 런던 대학교의 교무과장을 

역임했다. 그러는 동안 카펜터는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고, 

1861년에는 영국 왕이 매년 자연에 관한 지식의 진보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인물에게 수여하던 

왕실 메달Royal Medal을 받았다.

카펜터의 주된 관심사는 신경계의 기능이었다. 

카펜터의 첫 번째 저술은 1839년에 발표한 논문 

「무척추동물의 신경계 구조로부터 도출한 생리학적 

추론」The Physiological Inferences to Be Deduced from the Structure of the 

Nervous System in the Invertebrate Classes of Animals이었다. 이후 그는 

인간의 정신과 신경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사고와 

감정이 일정 정도 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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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단지 영혼과 이성의 작용만이 아니라 뇌에 의해서 유발되는 

생리적 현상이라는 그의 가설은,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

1873과 진화 심리학자 윌리엄 해밀턴William Hamilton, 1936-2000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과학자이면서도 기독교의 한 종파인 유니테리언Unitarian 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카펜터는 과학과 종교의 충돌을 불러일으킨 진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 대한 카펜터의 입장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다룬 논평을 통해 잘 

드러났다. 카펜터는 종의 기원에 대한 서평 및 다윈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 나왔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종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기에는 인간과 나머지 

동물들의 정신 능력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카펜터는 다윈이 

진화의 기본적인 기전으로 제시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신이 미리 기획한 창조 

과정의 변형으로 보고 수용했다.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펜터의 초점은 해양 생물학으로 옮겨갔다. 이 

분야에서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유공충foraminifera의 특징을 기술 및 분류한 것으로, 네 

편의 연작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1862년에는 이를 종합한 책 『유공충에 관한 연구 

서설』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Foraminifera이 출간되었다. 나아가 카펜터는 영국 왕립학회와 

정부의 지원으로 1873년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되며 후일 해양학의 성립에 중요한 

계기가 된 챌린저 호H. M. S. Challenger 해양 탐사에 참여했고, 이후 해양생물학회와 그 

산하 연구 기관의 창립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유공충 화석, 해류의 

순환을 비롯한 심해 관련 연구들을 왕립학회에서 다수 발표했다.

이처럼 신경 생리학에서 해양 생물학까지 포괄한 카펜터의 광범한 연구 활동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을 탐구하던 19세기 자연사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연구가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잊혔지만, 이후 의학과 해양학의 발전에 견고한 발판을 제공했다.

『현미경, 그것이 보여주는 것들』은 당시 의학, 생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중요성이 높아지던 현미경을 조작 및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서로, 해설과 함께 

500개 이상의 도판을 수록하고 있다. 1856년의 초판 이래 증보와 개정을 거듭하여 

1901년까지 8판까지 출판되었는데, 그 중 이 책은 1883년 미국 출판사 윌리엄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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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컴퍼니William Wood & Co.를 통해 뉴욕에서 간행된 6판이다.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는 현미경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문, 

목차, 1장부터 9장까지의 본문이 실려 있고, 2권에는 목차, 10장부터 22장까지의 

본문, 부록과 색인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현미경의 일반적인 원리와 활용법을 설명한 1장부터 5장까지이고, 두 

번째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동식물의 형태적 특징 및 분류 체계를 제시한 6장부터 

20장까지이며, 세 번째는 생물학 이외의 분야인 지질학과 광물학에서 현미경 

활용법을 제시하는 21장과 22장이다. 부록에는 현미경의 해상력을 결정하는 두 

요소인 개구수numerical aperture와 개구각angular aperture에 대한 해설 및 최신 현미경 모델에 

대한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이 책은 근대 생물학이 태동하던 

19세기의 생물 분류체계와 그 연구 방식을 보여주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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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자연사에 관한 실험
   Expériences pour servir a l'histoire de la génération 
des animaux et des plantes

『동식물의 자연사에 관한 실험』은 1782년에 

베네치아에서 출판된 이탈리아의 생리학자이자 생물학자, 

자연사학자인 라자로 스팔란차니Lazzzaro Spallanzani, 1729-

1799의 라틴어 저술 『동식물의 생리』Fisica animale e vegetabile의 

일부를 쟝 세네비에Jean Senebier, 1742-1809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책이다.●

스팔란차니는 원래 『동식물의 생리에 관한 논고』 

Dissertazioni di fisica animale e vegetabile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을 1780년 

모데나에서 출간했는데, 이 책의 2판은 세 권으로 재편되어 

1782년 베니스에서 간행되었다. 1권은 동물의 소화에 관한 

연구이고, 2권은 동식물의 생식에 관한 내용이며, 3권은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이다. 세네비에는 이 중 1권과 2권을 

번역했으며, 슈클라 문고본은 제2권으로, 라틴어 원제는 

‘동식물의 발생’Della generazione di alcuni animali … di diverse piante이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세네비에가 쓴 유기체의 발생에 관한 

두 편의 원고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양서류의 발생에 관한 연구, 2부는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 3부에는 스팔란차니가 보네로부터 

받은 편지, 4부는 양서류의 발생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5부는 식물의 발생에 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박지영

● 스팔란차니의 경력과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6. 『동물과 식물의 생리에 

관한 소책자』Opuscules de 

physique, animale et végétale의 

해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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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의 유전법칙
 Mendel’s principles of heredity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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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의 생물학자 베이트슨William Bateson, 1861-1926이 

멘델의 유전법칙을 소개하기 위해 집필한 저서이다.

베이트슨은 유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유전학’genetics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멘델의 

유전법칙을 세상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인물이다. 영국 요크셔Yorkshire에서 태어난 베이트슨은 

1878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입학하여 생물학을 

전공했고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동물발생학과 생물의 변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다시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하등동물의 형태학적 변이와 진화의 관계를 연구했다. 

베이트슨은 생명체의 변이와 진화가 천천히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다윈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변이는 

불연속적인 변종의 등장과 유전에 의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1890년대 변이와 변종에 대해 연구하던 

베이트슨은 당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던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곧 멘델주의를 가장 

옹호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이 책은 원래 1902년 같은 제목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된 바 있었고 당시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는데, 7년 뒤 베이트슨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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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했다.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1부는 16개의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1부에서는 멘델이 발견한 유전법칙의 내용(1장), 멘델이 

실제로 연구했던 동식물의 특성(2장), 통계적 결과의 의미(3장)를 소개한 후 다양한 

동식물의 여러 기관들에 나타나는 색들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자세히 논의한다(4-

8장). 또한 생식세포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부터 유전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다룬 

후(10장-14장), 마지막으로 멘델의 관점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15장-16장). 이어서 서술되는 2부는 

1902년 판본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 여기에는 멘델의 삶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잡종과 조밥나물Hieracium의 유전에 관한 논문을 번역해서 실었다. 

총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멘델의 초상화 3점과 컬러 도판 6점, 그리고 

33개의 그림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

             정세권



Charles R. Da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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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의 구조와 분포
 The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coral reefs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는 1842년 영국의 자연사학자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 1809-1882의 첫 단행본 저서이다.

다윈은 비글Beagle 호 항해 도중에 태평양 산호초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산호초는 이 지역을 

항해하는 배들에게 암초와 같이 위험한 존재였으며, 비글 

호의 항해 임무 중의 하나는 산호초의 생성과 분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한 항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에 다윈은 항해 기간 동안 산호초들을 관찰하고, 그 

기원과 분포에 대해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는 처음으로 산호초의 기원을 

규명한 연구서로, 아마추어 자연사학자였던 다윈을 

전도유망한 과학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저서이기도 하다.

자연사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다윈은 1809년 의사였던 

다윈 가문의 아버지와 재력가 웨지우드Wedgwood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부유한 삶을 영위했다. 아버지는 

찰스 다윈이 의사로 훈련 받을 것을 원했고, 그를 실험과 

해부를 바탕으로 첨단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에든버러 대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윈은 

의학보다는 지질학과 자연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실망한 그의 아버지는 다윈을 목사로 

훈련시키기로 결심하고 그를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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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ridge으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다윈은 이곳에서 신학에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대신 지질학과 자연사 등 광범위한 자연과학적 작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1831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다윈은 자신의 과학적 관심사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대학 시절 다윈을 가르쳤던 존 스티븐스 헨슬로John Stevens 

Henslow, 1796-1861라는 지질학 교수가 지구 전체를 탐험할 비글 호 항해의 자연사 학자로 

다윈을 추천했던 것이다. 당시 지질학과 탐험에 매료되어 있었던 다윈은 1831년부터 

1836년까지 남아메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태평양과 호주, 아프리카를 거쳐 영국에 

돌아오는 5년의 비글 호 항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항해 동안 다윈은 수많은 

동・식물들을 채집하여 큰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영국의 박물관으로 보냈으며, 그 

이외에도 수많은 화석과 같은 지질학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자신이 본 기이한 산맥과 

지형 들을 기록했다. 

다윈의 첫 번째 저서,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는 무엇보다 지질학자로서의 

다윈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지질학적인 이론과 추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저서에서 

다윈은 산호초의 형성을 해저의 침강subsidence 과정의 결과로 설명한다. 다윈은 우선 

산호초들이 일정한 수심 아래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해저의 

침강으로 인해 섬이 하강할 때 해저와 연결되어 있는 섬 주변의 표면에서 자라던 

산호초들이 죽어 화석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윈은 이때 화석화된 산호초 

위의 낮은 해수면에서 다시 산호초가 자라게 되면서 커다한 링 구조의 산호초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사실 다윈의 산호초 이론은 거대한 규모의 지질학적 변화를 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 해저의 침강과 같은 거대한 지질학적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을까? 그 자신은 무엇보다 비글 호 항해 중 남아메리카 산맥 

탐험을 통해 관찰한 것들을 그 근거로 든다. 남아메리카의 산맥에서 그는 해저에서만 

자랄 수 있는 생물종들의 화석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바다가 육지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에 다윈은 남아메리카 대륙은 지속적으로 융기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해저는 가라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과 가설에 

입각하여 산호초의 형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호초의 형태와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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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책의 중간 부분부터 산호초의 성장에 관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정보들을 

제시한 뒤 산호초들이 바다 속 특정 깊이 이하에서는 자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논의에 근거해서 책의 후반부에서는 지질학적인 논의를 

동원하여, 산호초의 생성과 그 구조가 해저의 침강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이 책은 그 논리적 구조가 매우 명확하고,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지질학적, 

생물학적인 증거를 사용했으며, 오랜 시간동안의 미미한 변화가 큰 규모의 지질학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질학적 논증을 적절하게 동원하여 산호초의 생성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첫 저서를 통해 다윈은 저명한 

과학자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그의 산호초 생성 이론은 여전히 산호초에 관한 기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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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관찰
   Geological observations on the volcanic islands and parts of 
South America visited during the voyage of H.M.S. “Beagle”

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114

1844년	출판된	『화산섬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지질학적	관찰』은	영국의	자연사학자	찰스	다윈이	

1831년에서	1836년	사이	비글	호	항해	도중에	탐험했던	

태평양의	화산섬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저술이다.	

이	책은	다윈이	비글호	항해	시기의	연구에	입각해서	

출판한	세	권의	지질학적	저서	가운데	하나로,	대서양의	

카보베르데Cape	Verde	지역의	섬들,	대서양	중남부의	

세인트헬레나	군도Saint	Helena,	브라질	남대서양	제도의	

페르난두	데	누로냐	군도Fernando	de	Noronha	archipelago,	그리고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군도Galapagos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희망봉Cape	of	Good	Hope	지역을	

묘사하고	있다.	다윈은	이들	섬들과	군도들을	탐험하며	

당시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들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들을	논의하고	있다.

『화산섬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지질학적	

관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나는	마그마	분화작용magmatic	differentiation이라	

불리는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다윈은	이	저서에서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마그마가	분화되어	냉각되면서	

온도에	따라	여러	다른	종류의	화성암이	형성되는	

현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삭박작용denudation에	대한	묘사이다.	다윈이	비글	호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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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찰했던 섬과 군도의 지질학적 특징은 이러한 화산작용의 

결과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풍화되고 침식되는 과정을 겪으며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이 책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질학자들은 다윈의 책이 삭박작용의 

규모와 그 작용이 전 지구적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떠한 지질학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한 첫 저서라고 평가한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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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2 vols.

이 책은 영국의 자연사학자 찰스 다윈이 그 자신의 

진화론을 정식 발표한 기념비적 저서이다. 슈클라 

문고본은 1859년 초판이 출판된 『종의 기원』의 개정판 

6판, 그리고 마지막 영어 판본에 추가된 내용들과 

수정들을 반영해 1896년 출판한 판본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될 

당시 종의 변화 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진화 

이론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한 예로 이미 1844년 

로버트 챔버스Robert Chambers, 1881-1957라는 출판업자이자 

지질학자가 『창조의 자연사적 흔적들』Vestiges of the Natural History 

of Creation이라는 저서를 익명으로 출판해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책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생물종의 기원과 진화 

과정에 대한 유물론적이며 과학적 이론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다윈의 스승이었던 

지질학자 애덤 세지윅Adam Sedgwick, 1785-1873은 이 책을 

과학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역겨운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자면, 진화론을 처음 제시했다기보다는 종의 진화 

원리와 이를 지지하는 풍부한 증거 및 그에 대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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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사가들은 다윈이 이미 

1831년에서 1836년 사이에 비글 호 항해 도중 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깨달았으며, 

항해 이후 영국으로 돌아온 다윈이 정확히 어떻게 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윈이 5년 동안의 비글 호 항해를 

마치고 1836년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1859년 그의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종의 기원』을 출판하기 이전까지, 크게 두 가지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 공식적으로 그는 비글 호 항해를 통해 수집한 전 세계의 동・식물과 조개 등에 

관한 자세한 자연사적 묘사와 분류, 그리고 산호초의 분포와 형성에 관한 지질학적 

연구를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자연사적 관찰을 종합할 수 

있는 체계적 이론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1845년 출판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새Galapagos Finches에 대한 그의 연구를 보고서야 처음으로 다윈이 종의 진화에 관해 

이론적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적도 근처의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이 발견한 13여 

종의 각기 다른 핀치 새가 다윈의 진화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의 각 섬마다 독특한 핀치 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특히 주변에 존재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부리 모양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했다. 1937년 다윈은 처음으로 핀치 새의 부리가 환경에 따라 잘 

적응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은 종 자체가 환경의 변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윈은 1837년 이후 생물이 진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종의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 즉 진화의 기작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다윈은 그의 자서전에서 1838년 9월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1762-1834가 저술한 

『인구론』을 읽으며 인간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는 “생존을 위한 경쟁” 상태에 

있다는 지적에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연 세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존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생존 경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1938년 다윈은 노트북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기존의 종을 멸절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종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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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이전 다윈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실을 수집하고 동시에 이론적 정교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칩거와 다소 비밀스러운 이론적 작업은 1858년 앨프리드 

월리스가 다윈에게 그와 비슷한 이론을 공식화한 논문을 보내면서 끝나게 된다. 

다윈과 절친했으며 그의 이론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영국의 여러 과학자들은 다윈과 

월리스가 진화론을 동시에 발전시킨 것이라 인정했으며, 이 둘이 공동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기를 권했다. 1858년 7월 1일 다윈과 월리스 모두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그들의 논문은 린네 학회에서 발표되었다. 발표문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 해 학회는 “1858년 과학의 혁명적으로 바꿀 만한 놀라운 발견들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다.

1858년 여름과 1859년 가을 사이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정식화하기 위해 

자신이 『종에 대한 거대한 책』Big species book이라는 가제를 붙인 책의 집필에 몰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준비했던 다윈이기에 그의 원고는 순식간에 

이미 수 백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버렸다. 이에 출판사는 다윈에게 보다 

간결한 원고를 준비해 출판할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해서 1859년 출판된 책이 바로 

『종의 기원』으로, 이 책은 유럽 전역에서 즉각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종의 진화와 이 

기작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종의 기원』의 첫 부분에서 다윈은 비둘기 육종을 사례로 육종 상태에서의 종의 

변이variation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종의 변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 이후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윈은 실제 인간이 육종을 통해 종의 특성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종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 선택’의 기제를 통해 변해온 종들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윈은 자신의 주장에 반론이 될 만한 

여러 이론과 증거들을 검토한다. 일례로 화석 증거의 불충분함이나 지구 나이에 

대한 논란 등이 그것이다. 결론에서 그는 이러한 반론에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며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변화라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제시한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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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사육과 재배 과정에서  
동식물의 변이
   The variation of animals and plants under 
domestication 
2 vols.

1868년 초판이 발행된 이 책은, 동물과 식물을 

기르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선택을 더욱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범생설’pangenesis이라는 다윈의 독특한 유전 이론을 담고 

있다. 다윈은 1859년 출간한 『종의 기원』 서문에서 

자연선택 이론의 근거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책은 그 약속을 실현한 것이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권에는 집에서 

사육하는 다양한 동물들, 개, 고양이, 돼지, 소, 양, 토끼, 

비둘기 등의 사례를 들어, 이들 동물들이 야생에 있을 

때와 집에서 사육할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한다. 그리고 8장부터는 집에서 재배하는 

식물과 과일의 사례를 들어 변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두 번째 권에서는 변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다윈은 변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가령 특정한 부위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는지 여부, 환경의 영향, 각 부분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는지 등에 따라 변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27장에서 다윈은 이런 

변이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과정에 대해 가설을 하나 

제안하는데, 바로 ‘범생설’이다. 다윈에 따르면, 생명체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

258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각각에는 제뮬gemmule이라는 작은 입자들이 있고, 이 제뮬은 

해당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생명체를 떠돌다가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에 

저장되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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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
 The descent of mand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이 책은 다윈이 『종의 기원』 출판 이후 12년 후에 

발간되었는데, 인간이 유인원과 공통된 조상에서 

유래되었으며 성 선택sexual selection을 진화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1부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부는 성 선택, 3부는 

인간과 관련된 성 선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윈은 이 

책에서 자연선택론의 한 가지 난점, 즉 생존에 불리한 

특성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성 선택을 제안한다. 다윈에 따르면 성 선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을 

경쟁, 다른 하나는 수컷을 교미 상대로 선택하는 암컷의 

방식이다. 전자의 예는 수컷 엘크들의 뿔인데, 이 뿔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예는 공작 수컷의 꼬리인데, 생존에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불리할 수도 있는 화려한 꼬리가 

암컷을 유혹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꼬리가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다윈에 제시하고 

있는 성 선택론은 오늘날 진화생물학이나 동물행동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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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118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이 책은 『종의 기원』,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과 함께 

다윈의 ‘진화론 3부작’ 마지막 저서이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동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과 이 책에서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윈은 먼저 표현의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 동물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자세히 묘사한다. 이후 다윈은 인간의 특수한 

감정들, 가령 고통, 걱정, 슬픔, 낙담, 의기소침, 기쁨, 

환희, 사랑, 헌신, 심사숙고, 언짢음, 증오, 경멸, 무력함, 

놀라움, 공포, 부끄러움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다윈은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 

표현이 한편으로는 동물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진화의 단계선상에 있음을 

주장한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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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식충식물
 Insectivorous plants

이 책은 영국의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 1875년 7월 

출판한 것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간 식충식물에 대한 연구서이다. 이 연구는 

다윈 진화론의 핵심 내용인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책에서 다윈은 

다양한 식충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그들이 

곤충을 잡아먹는 기재를 자세히 묘사한다. 다윈은 고기나 

풀을 놓거나 바람을 불고 머리카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식물들을 자극했는데, 실험 

결과 식충식물들은 오직 동물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윈은 이러한 기재가 에너지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은 

무시하는 방향으로 적응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총 1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반부에는 

끈끈이주걱Drosera rotundifolia으로 대표되는 식충식물에 대한 

개괄(1장) 및 이 식물의 세포가 가지는 특성(3장), 식물이 

분비하는 액체의 소화력(6장)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이용한 실험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딱딱한 물체와 접촉할 때 식충식물의 

움직임(2장), 열과 질소 화합물(4-5장), 암모니아 

화합물(7장), 산성용액을 비롯한 기타 화합물(8장), 알칼리 

용액(9장) 등에 대한 실험 결과가 제시된다.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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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충식물 잎의 민감성과 운동(10장)과 끈끈이주걱 실험 결과를 다시 한 번 요약한 

후(11장), 다른 식충식물들에 대한 실험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다윈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 프랜시스 다윈Francis Darwin, 1848-1925과 조지 다윈George Darwin, 1845-

1912이 그린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1875년 초판은 3,000부를 찍었으며, 다윈 생전에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1882년 다윈이 사망한 이후 이 책의 재판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아들 프랜시스 다윈의 각주가 추가되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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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같은 종 식물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꽃 형태에 대하여
 The different forms of flowers on plants of the same species

이 책은 같은 종에 속하는 식물들의 꽃 형태가 다른 

이유를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식물의 운동과 습성에 대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다윈은 여기서 자웅동체 식물의 두 가지 

유형 즉 닫힌 꽃cleistogamous과 서로 다른 형태의 꽃대를 

가진 꽃heterostyle에 집중하여 연구했다. 다윈에 따르면 

같은 자웅동체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형태의 

꽃을 가지게 된 것은,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씨앗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조금씩 변해온 진화의 결과였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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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식물 운동의 힘
 The power of movement in plants

『식물 운동의 힘』은 식물의 굴광성屆光性 및 다른 운동에 

대한 다윈의 연구서로, 1880년에 초판 1,500부가 

인쇄되었다. 다윈은 여러 식물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책은 1875년 담쟁이덩굴과 

식충식물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출판하였다. 다윈은 

이 책에서 식물이 빛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고 이를 통해 식물의 성장과 운동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즉 

자연선택을 이끄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식물의 적응을 

낳고, 그 결과 점진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진화하다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운동들에 대한  

설명이 전반부에 제시되는데, 가령 묘목 식물의 회선 운동 

circumnutating movement, 식물의 뿌리 운동, 상편생장上偏生長, 

epinasty에 대한 묘사가 그것이다. 6장부터 9장까지는 빛이 

있거나 없을 때 식물의 운동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험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10장과 11장에서는 중력과 

관련된 식물의 운동을 논의하고, 12장에서 모든 실험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요약하고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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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
   The formation of vegetable mould through the action of 
worms, with observations on their habits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은 영국의 자연사학자 

찰스 다윈이 1881년 출판한 저서이다. 이 책은 그의 

마지막 과학 연구서로 그가 죽기 바로 전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지렁이의 행동과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을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렁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다윈이 처음 지렁이에 관해 논의한 것은 1837년 런던 

지질학회Geological Society of London에서였다. 이 발표에서 그는 

지렁이가 정원의 분변토vegetable mould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그다지 큰 반향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진화론의 발전과 정교화를 위해 여러 저서를 

저술하는 데 매진한 다윈은 죽기 전인 1881년의 본 

연구를 통해 그의 초기 지질학적 관심사로 돌아왔다 이 

책에서 다윈은 그의 다른 지질학적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동안의 점진적인 변화가 어떻게 커다랗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그는 지렁이가 어떻게 지표에 있는 토지와 바위 

등을 섭취해 이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침식시키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렁이가 소화한 이 토지들이 

어떻게 이들의 산성도pH를 변화시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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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통해	자연적인	토지의	분해	이외에도	지렁이가	어느	정도	이러한	과정에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윈은	지렁이에	의한	지표의	

분해가	1년에	0.2-0.56cm	정도이며,	지렁이의	소화를	통해	다시	지표로	올라오는	

토양의	양	또한	계산하고	있다.

다윈은	이	책을	통해	지렁이라는	하위	생물이	어떻게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지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다윈은	이	저서에서	지렁이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윈은	지렁이와	같은	하등	

동물도	사실은	지능intelligence을	지닌	존재처럼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렁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변화시킬	수	있는	지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윈은	여러	예를	통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윈은	그의	말년에	진화의	과정이란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순응하고,	자연에	

의해	선택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진화	과정은	지능을	

지닌	생명체들이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아가	종들은	

때때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진화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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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123

다윈의 생애와 서신
 The life and letter of Charles Darwin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아들인 프랜시스 다윈이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 1887년 출판한 전기이다. 이 책에는 다윈의 

서신 87통과 가족을 위해 다윈 자신이 쓴 자서전적인 

기록, 그리고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절친했던 토머스 헉슬리의 에세이가 실려 있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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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124

자연사, 해부학, 생리학, 심리학 및 
지리학 관찰 기록과 에세이들
   Essays and observation on natural history, anatomy, physiology, 
psychology, and geology  
2 vols.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인 존 헌터의 논문을 

영국의 고생물학자이자 비교해부학자인 리처드 오언Richard 

Owen, 1804-1892이 정리한 의학서이다.

랭커스터Lancaster에서 태어나 1824년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오언은 성 바르톨로뮤 병원의 

외과의사 존 애버네시 아래에서 수련했다. 애버네시의 

권유로 왕립외과의사협회 산하 헌터리언 박물관Hunterian 

Collection에서 근무하면서, 오언은 비교해부학을 공부했고 

멸종된 동물의 유해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36년 헌터리언 박물관 교수로 임용된 그는 3년 뒤 

박물관의 관장이 되었다. 비교해부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영국의 퀴비에Georges Léopold Cuvier, 1769-1832’라고도 

칭송 받았으며, 다윈의 진화론을 열렬히 반대하기도 했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은 

크게 자연사 연구, 생리학, 심리학, 고생물학, 식물학, 

해부학과 관련된 다양한 관찰기록들이 실려 있다. 

자연사 연구의 경우 동물의 분류, 인간의 자연사에 대한 

여러가지 기록들을 다루고 있다. 생리학의 경우 일반적인 

관찰기록과 함께 감각의 문제 및 병아리, 조개, 곤충 등 

다양한 생물체의 생식generation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두 번째 권은 비교해부학을 자세하게 다룬다.

             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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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일반, 특히 

자연사와 생물학 저서들

125

존 굿서의 해부학 회고록
   The anatomical memoirs of John Goodsir 
2 vols.

이 책은 영국인 해부학자인 존 굿서John Goodsir, 1814-1867의 

저술들을 모아놓은 유고집이다.

굿서는 외과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 그의 관심사는 

주로 해부학, 외과학, 자연사였으며, 해부학 연구를 

시작할 무렵부터 뛰어난 손재주로 동료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굿서는 해부 표본을 만들고 그것을 

본 떠 석고 모형을 만드는 데 탁월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835년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임상 

의사로서의 수련을 받았으나 곧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다.

이후 굿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해부발생학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는 

치아의 발생과 턱의 연령별 발달 과정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과정이 하나의 

치아가 났다가 없어지고 다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발생 단계에서부터 유치와 영구치의 기원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가 유치가 먼저 발달하여 잇몸 밖으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영구치가 나온다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굿서는 해양생물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해양학자인 에드워드 포브스Edward Forbes, 1815-1854와 

오랜 친교를 쌓으면서 그와 협동 연구를 수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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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840년 굿서는 해부학과 그 관련 분야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에든버러 대학교 

박물관의 인체해부학 및 비교해부학 보존처리 전문가conservator로 고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대학으로 돌아와서 여러 학술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점차 활동 

범위를 넓히다가, 1841년에는 에든버러 왕립 외과학교 박물관의 보존처리 전문가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굿서는 박물관의 표본들을 활용해서 세포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생물의 성장과 발생에 있어서 세포 분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일련의 강연을 시작했다. 이 강연들 중 일부는 1845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해부학 및 병리학적 관찰』Anatomical and pathological observations의 토대가 

되었다.

강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굿서의 목표는 영국 최초로 해부학을 가르치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관람객들이 책 대신 박물관의 표본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세포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표본을 수집, 제작하고 강의를 준비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 교육,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 덕분에 그는 1845년 에든버러 대학교 박물관 전체의 큐레이터로 

승진했고,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1846년에는 해부학 교수가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학의 자문 외과의사가 되고자 하다가 실패한 뒤에는 칩거했다가, 

절친한 친구인 포브스가 1854년 사망하자 더욱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굿서는 유기체의 조직과 기관의 미세구조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만드는 데 

몰두하다가 1867년에 세상을 떠났다. 해부학자로서 굿서는 연구뿐 아니라 교육과 

전시에 기여했으며, 그의 중요한 발견들은 논문보다도 강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존 굿서의 해부학 회고록』은 산발적으로 발표된 굿서의 해부학 연구들을 그의 

사후인 1868년 에든버러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인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1832-1916가 

편집해서 간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출판된 저술뿐 아니라, 전에 출간된 적이 없던 

굿서의 강의록과 논문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굿서의 연구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책의 맨 앞에는 굿서의 초상화가 실려 있고, 굿서 및 그의 가족들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에든버러 대학교 해부학 교수 헨리 론스데일Henry Lonsdale, 1816-

1876이 쓴 굿서의 전기도 포함되어 있다. 제1권은 인류학, 생리학에 관한 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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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간 강의록들, 곤충 및 연체동물에 관한 비교해부학적 연구들, 포브스와 함께 

쓴 해양동물학 논문 두 편이 실려 있고, 부록으로 몇 개의 연구노트가 첨부되어 

있다. 2권은 형태학, 발생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에 관한 논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서 발표된 적 없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노트가 

수록되어 있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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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전집
   The works of J. J. Rousseau 
10 vols.

지성사 일반

126

이 책은 18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작품들 중 

일부를 수집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1773년에서 

1774년 사이에 출판한 것이다.

전집의 1-3권은 1761년 출간된 『쥘리, 신 

엘로이즈』Julie, ou la Nouvelle Héloïse의 번역본이며, 전집의 

4-6권은 1762년 출판된 『에밀, 교육론』Émile, ou De l’éducation의 

번역본이다. 전집의 7-10권은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를 담은 다양한 저술들을 모은 것으로, 대표적으로 

그의 출세작이자 1750년 출판된 『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와 1755년 출판된 『인간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 ’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 ’inégalité parmi les hommes이 

실려 있다. 마지막 두 저서는 그의 제1논고, 제2논고라 

불리기도 하며, 유럽 지식계에 루소의 이름을 널리 

알려준 첫 저서들이다.

루소는 18세기 유럽의 지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712년 청교도적 칼뱅주의Calvinism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네바 공화국에서 개신교도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프랑스에서 

청교도 관련 종교서적을 출판하다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이주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시계 제조업에 종사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간 계층의 상인으로 살아갔다.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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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까지 음악가이자 비서로서 유럽을 떠돌며 

활동했던 루소는 무슨 일이든 잘 했으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 자신의 다섯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보낼 정도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며 살아갔다. 

루소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40년 인생이 

게으르고 아무런 성취가 없었다며 비관하기도 

했다.

지식인으로의 루소의 삶은 40세 즈음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무렵 작곡한 

가극이 프랑스 왕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음악에 관한 여러 글들을 기고하며 

명성을 쌓게 된 것이다. 이어 1749년 디종 아카데미Academy of Dijon 논문 공모전에 

참여해 그의 제1 논문으로 알려진 『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를 제출하여 1등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루소의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 즉 

예술과 과학과 같은 학문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급진적 주장을 

담고 있었다.

루소는 그 이후 12년 동안 18세기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지식인intellectual이란 무엇이고,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과점을 발전시켰다. 

그는 지식인이란 자신의 사회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이로부터 거리를 둔 비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존재라 규정한다. 그렇다면 루소가 진단한 18세기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고,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루소는 무엇보다 자신의 시대, 무엇보다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계몽Enlightenment의 

시대가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하고 인간성의 진정한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계몽사조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과 계몽 

철학자들이 18세기를 과학과 경제, 문화, 예술의 발전을 가져온 진보의 시대라고 

찬양했지만, 루소에게는 그 시대가 도리어 퇴보의 시기였다. 루소는 근대 사회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

276

도래가 경제적 풍요와 동시에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풍속의 

타락과 위선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근대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규정한 루소는 개인의 선택이 이성과 논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진실성sincerity과 감성emotion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그럴 

때만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인간 사회의 발전과 

학문, 예술의 발전은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이성과 계몽의 시대에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사회의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급진적 질문을 제기하여 당대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작품들은 발표될 

때마다 유럽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다. 그의 사상은 훗날 근대 낭만주의와 

보수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슈클라 문고의 루소 전집 1-3권은 1761년 출간된 루소의 『쥘리, 신 엘로이즈』의 

번역본이다. 출간 당시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미처 출판사가 재판을 찍기도 

전에 모든 책이 팔려나갈 정도여서, 책의 소유자들과 도서 판매자들이 하루 단위로 

책을 대여해 돈을 벌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역사학자들은 이 책이 18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일 것이라 추정한다. 서간체 형식으로 저술된 이 소설은 중세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피터 아벨라르Peter Abelard, 1079-1142와 아르장퇴유 

수녀원의 엘로이즈Héloïse d'Argenteuil, 1098-1164 사이의 연애 사건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를 근거로 집필된 것이다. 이 책에서 루소는 이성적이고 도덕적 원칙들이 감정의 

비밀스러운 원리들, 즉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며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자신의 철학적, 윤리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전집의 4-6권은 1762년 출판된 『에밀, 교육론』의 영어 번역본이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제시된 교육에 관한 루소의 긴 논의라 할 수 있다. 총 5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첫 3부는 에밀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고, 4부는 그의 어른 시절, 그리고 

5부는 소피라는 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책에서 루소는 에밀의 성장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철학적, 정치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근본적인 인간적 선함human goodness을 지닌 

개인이 집단적으로 타락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부딪치는 불행과 악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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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본 영어 번역본은 중요한 정치적, 철학적 개념에 대한 

색인을 추가해 학술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전집의 7-10권은 그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저술들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루소의 제1 논고, 제2 논고로 알려져 있는 그의 디종 아카데미 

수상작이자 출세작인 『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와 『인간불평등 기원론』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 이 저서에서 루소는 어떻게 근대 사회의 도래가 경제적 

풍요와 동시에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풍속의 타락과 위선을 

가져왔는지 논의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루소가 당시의 대표적인 계몽 철학자 

볼테르Voltaire(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çois Marie Arouet, 1694-1778의 필명) 사이에 주고받은 

논쟁도 실려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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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고(故)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3 vols.

이 책 『고(故)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정치가, 저명한 

저술가이자 인쇄업자, 그리고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의 과학과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저술들을 편찬한 것이다. 170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은 인쇄업자였던 형 제임스 

프랭클린James Franklin, 1697-1735과 함께 출판업에 종사하며 

신문을 창간하고, 언론 활동에 종사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스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17살의 나이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수도 필라델피아로 도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프랭클린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저명한 언론인으로 

성장했으며, 곧 정치가로서 활발히 입법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과학과 철학, 문화의 부흥에 큰 

관심을 가진 계몽사조기 지식인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미국철학협회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를 창립하고 창립 

서기로 활동했으며, 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Academy of Philadelphia를 창설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활발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저명한 정치가, 외교관으로서 미국인들에게 기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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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는 1754년 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 대표들의 회합인 올버니 회의Albany 

Congress에 참여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 

식민지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식민지 연합안을 제안했다. 그 후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인지조례印持條例, 

Stamp Act를 철폐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본국과 식민지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독립 논쟁에서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는 

추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미국 

혁명 주도자의 한 명으로서, 프랑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여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 유능한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1787년 

헌법회의에 펜실베이니아 대표로 참석하여 미국의 독립 선언과 헌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하며,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정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 부상했다.

프랭클린은 정치가이자 미국 헌법의 정신에 토대를 쌓은 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계몽사조기 지식인으로서 자연과학에도 폭넓은 기여를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그는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유체와 같은 성격을 가졌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번개가 치는 날 연을 날려 이를 절연병에 수집한 유명한 실험을 통해 

번개가 전기의 방전 현상이라는 것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피뢰침을 발명해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신의 분노를 잠재운 과학자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해류와 기상 현상에 관한 여러 지구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해 당시 항해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고(故)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 1권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드높인 전기에 관한 논문들과 여러 글들을 모아놓은 저서이다. 

이 책에서 그는 전기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뿐 아니라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축전기의 한 형태인 라이덴 병Leyden jar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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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실험들에 대해 소개하며 유체와 비슷한 전기의 여러 특성들과 전기의 저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그의 유명한 연 실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대기의 구름의 전기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에 입각해 피뢰침을 

설계하여 번개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피뢰침 발명과 

전기에 대한 연구의 실용적 가치를 특히 강조함으로써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부흥, 

인류의 진보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2권은 프랭클린의 철학적 주제들philosophical subjects에 관한 글들과 일반 정치에 

관한 글들을 모아놓은 저서이다. 철학적 주제들에 관한 글들은 대부분 자연 철학natural 

philosophy 관련 논의들, 즉 자연과학적 논의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프랭클린의 

기상학, 지구의 기원과 자기장, 해류와 항해와 같은 지구과학적 논문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우선 지구의 기원과 자기magnetism, 그리고 염분salt과 같은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회오리바람과 멕시코 만류Gulf Stream 등의 기상 현상의 설명을 시도했는데, 그는 

이러한 지구과학적 연구가 항해술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권의 정치적 주제에 대한 글들은 그의 인구학적인 연구와 농업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는 역사상 인구의 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의 발전이 인구증가의 경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문화의 발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덕적 태도, 

형법, 노예제도, 그리고 근면과 게으름과 같은 윤리적 태도의 변화가 인구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 있다.

3권은 미국혁명기 프랭클린이 쓴 다양한 종류의 문서, 즉 신문 기사부터 논문들, 

그리고 외교문서와 독립선언문 등에 이르기까지의 글들을 통해 그의 정치적, 외교적 

활동을 조명할 수 있는 글들이 모여 있다. 우선 독립 혁명 이전에 프랭클린이 1754년 

올버니 회의에 참여해 작성한 문서들은 그가 어떻게 최초의 식민지 연합안을 

제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이외에도 1764년 영국으로 건너가 인지조례의 

철폐에 성공한 일을 보여주는 글과 문서들, 그리고 독립 전쟁 시기 프랑스로 

건너가 아메리카-프랑스 동맹을 결성하며 체결한 1783년 파리조약 등의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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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으로의 그의 업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3권에는 특히 미국 독립혁명에서 프랭클린의 역할과 헌법에 대한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글들은 대부분 미국 독립 논쟁에서 

프랭클린의 기여를 보여주는데, 헌법과 자유정신, 정치체제에 대한 그의 논의들을 

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프랭클린이 1787년 헌법회의에 펜실베이니아 대표로 

참석, 미국의 독립 선언과 헌법제정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글들이다. 

3권의 마지막은 미국 혁명 이후의 미국 대륙 상황을 묘사하는 글들로서, 여기서 그는 

미국 이민과 그것이 보장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삶에 입각한 경제적 삶의 영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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