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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seeking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discussions about identity issue of the current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The identity issue of the current TKM is about asking what exactly the current

TKM is, what sets the TKM apart from the other medical systems, and what value the TKM has in the

contemporary settings, and seeking suitable answers to all these question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se answers is what kind of the concept of identity we have. Current discussions of the identity issue

of the TKM take narrow and inflexible concepts of identity such as “Numerical Identity,” or “Qualitative Identity”,

not suitable for TKM, which is always changing and open to other academic fields. This study suggests that

Hannah Arendt's concept of identity is more desirable for the TKM, which highlights pluralism and relations, as

well as defining identity as a creative, positive, and open-ended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aking a closer look at the “field”, which has previously been hidden behind the discourse on the

“modernization”, will help in figuring out what exactly the identity of the current TKM is. Lastly, the current

discussions about “unific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system”, and “Integrative Medicine” in Korea will

affect the identity issue of T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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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한국 한의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전통시대 한의학

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이웃 나라의 전통의학인 중국의 中醫

學(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이나 일본의 漢方醫學

(Kampo Medicine)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동서의학이 공존

하는 한국적 의료상황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지금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학 연구들을 ‘한의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한의학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한

의학에 대해 우리가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모두 한의학의 정체

성과 연관된 질문들이다.

그 동안 한의계 안팎에서 이런 정체성 관련 질문들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한의학도 많

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또 서양의학 중심의 한국 의료 지형도 속

에서 차지하는 한의학의 위치가 아직도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

이다.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현대 한의학

이 무엇인지, 특히 현대 한의학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통시적 접근으로서 역사적 맥락에서 현대

한의학의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현대 한의학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시적 접근으로서 현재

라고 하는 같은 시간 지층 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접학문들과

의 비교를 통해 현대 한의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두고 가해지는 비판 또한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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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시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다. 이것은 한의학이 시

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한의학과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즉, 이전의 한의학과 비교

할 때 현대 한의학이 ‘한의학’으로서의 본질적 속성들을 잘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둘째, 공시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다. 즉, 현대 한의학이 중

국의 중의학, 일본의 한방의학, 또 서양의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존재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란 결국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의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현대 한의학에 제기되는 정체성 비판들에 반응하며, 반성하는 일

을 말한다. 이 질문들은 현대 한의학뿐만 아니라 미래 한의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동안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는 대부분 신문 지면에 게재

된 칼럼이나 인터뷰, 또 포럼과 같은 형식을 통해 산발적으로 다

루어졌다. 반면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학술 논문은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1).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한의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마다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던 중요한 주제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기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에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반성해 보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논문에

서는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해답을 직접

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다.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밝히고 새로

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임상, 연구, 교육에 걸친 다양한 사례들

을 수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분석, 종합해야 가능한 작업이고,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반성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또 문

제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체성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본 론

1. 현대 한의학에 대해 제기된 정체성 비판의 주요 쟁점들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

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현대 한의학은 ‘한의학’의 본질을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

고 있는가?

전통시대 한의학은 20세기를 지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보

건의료 주도권을 서양의학에 넘겨주면서 한의학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고, 한의학은 살아남기 위해 현대화, 과학화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해방 후 한의학 학

1) 한의신문에서는 ‘한의학의 정체성’이라는 검색어로 총 178건이 검색되

었으며(2011. 8. 19 현재, 중복 기사 포함), 민족의학 신문에서는 총

154건이 검색되었다(2011. 8. 19 현재, 중복 기사 포함). 논문으로는

‘백유상. 한의학 정체성 논의에 대한 연구-원전학을 중심으로.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3(5):123-132.’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한의사회가 발

간한 ‘10년 후의 한의학’이라는 소책자에서도 집필자들이 이 문제에 대

해 거론하고 있다. 또 한의학미래포럼에서는 창립기념 1차 토론회

(2006. 4. 24)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교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한의학계는 다양한 유파로 흩어져 있었

던 한의학 지식과 치료 기술들을 한데 모아 개념 교육에 적합한

형태의 새로운 지식체계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또 한의사 제

도의 제정과 정착, 의료보험 참여 등으로 한의학이 국가의 공적

의료체계에 정식으로 편입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화 작업

들을 진행해야 했다2).

이 과정에서 한의학은 다양한 지식과 치료기술들을 한의학

체계 내로 받아 들였다.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과정이 서양의

학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양의학 지식과 기

술들이 한의학 이론과 임상에 많이 들어왔고, 한의학의 분과체계

도 서양의학 체계를 모델로 삼아 구성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한

의학은 외형상 서양의학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중화인민공

화국 수립 이후 새롭게 탄생한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은 전통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대 한의

학의 지식체계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상당히 약

화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일부 한의학 교재에 수용되기 시작한

중의학 지식은 대부분의 한의학 교재에서 일정 정도 채용되고

있다. 또 근래에는 복치의학회를 중심으로 일본 한방의학

(Kampo medicine)을 연구하고 임상에 활용하는 한의사들도 늘

어나고 있다. 그리고 서양의 보완대체의학과 근거중심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방법론이 수입되어 한의학의 과학화

연구와 임상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완대체의학 치료법들도

한의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의학은 이렇게 다양한 지식과 치료 기술들이 함께 공존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은 전통적인 한의

학 지식, 기술들과 만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켰으며, 한의학

을 전통시대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3). 새로운 지식이 유

입되어 한의학 체계 내에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 만큼 한의

학 전체 체계의 통제력은 약화된다. 또 이 지식들이 한의학 체계

속에 녹아들지 못할 경우에는 겉돌면서 전통적인 한의학 지식들

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의 한

의학에 대해 정체성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2) 필자는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현대 한

의학의 형성과정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필자의 ‘현대 한의학의 이해-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 고찰을 위한 예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5):758-769.’를 참고할 것.

3) 이런 변화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통의학의 변화에 대해 일부 서양학자들은 지금의 동아시아 의학을

과거 전통시대의 의학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중의학(TCM)과 관련하여 수((Elisabeth Hsu)나 테일러(Kim

Taylor)는 TCM이라는 용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TCM을 과거의 중

국의학과는 다른 특별한 형태의 의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su, Elisabeth. The Transmission of Chinese Medic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Taylor, Kim. Chinese Medicine in Early

Communist China, 1945-1963. RoutledgeCurzon, 2005). 반면에 샤이

드(Volker Scheid)는 중국의학이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과거의 의

학 전통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그는 post-1949 TCM과 pre-1949의 중국의학을 대립시켜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다른 시대 보다 좀 더 중요한 시대로 받아들이는 느낌 때문이라

고 비판했다(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Duke University Press, 2002). 이 처럼 지금의 동아시아 의학

을 이전 의학과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연속적인 것

으로 볼 것인지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사의 이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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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의사들이 점점 더

서양의학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상, 보완대체의

학 치료법의 무분별한 활용, ‘음양오행없는 한의학’과 같은 주장

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4). 이것은 이런 추세가 전통 한의

학의 쇠퇴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의사들의 임

상적 판단이 서양의학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그

동안 한의학 임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던 한의학 이

론에 대한 신뢰도나 의존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의학 교육에서

도 서양의학 지식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이 과거에 비해 점

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한의사들이 KCD를 사용하도

록 권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대 교육에서 서양의학 병명

진단 교육이 강화될 경우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

다. 이 같은 변화는 그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임상해 오고 또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 기술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던 한의

사들에게 한의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 한의학을 두고 이것을 과연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정체성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2) 한의학계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한의학, 한의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지금 한의학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논문들이 ‘한의학’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학문 발전

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한의사들의 실제 임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지금 한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실

연구는 서양의학의 생의학적 방법론, 보완대체의학 연구 방법론

을 기초로 하고 있다. 초기 실험실 연구들이 한의학 이론의 과학

성을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연구가

한약이나 침구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연구들에서 한의학 이론은 거의 고려되

지 않는다.

한의대 교수들에게도 SCI 급 학술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한의학 연구 전체가 한의학의 임상 ‘경험’

이나 치료 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는, 소위 ‘廢醫存藥’ 방

식의 과학화 연구5)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을

4) 2009년도 중반에 불거진 한의사국가고시개선안이나 한의사협회가 추

진한 한의사들의 KCD 사용과 관련한 논쟁에서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

가 많이 거론되었다. 이 안들은 기본적으로 서양의학 병명을 한의학에

수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복치의학회는 “복치의학은 음양

오행없는 한의학을 모색하는 학문적 시도”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

다.(노의준, 복치의학의 임상운용 실제(50), 민족의학신문 2011년 6월

30일자 게재 칼럼.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5) ‘廢醫存藥’은 1930년대 중의 과학화를 주장했던 일부 중의계 인사들이

사용했던 구호다. 이것은 그 동안 임상에서의 치료과정과 현상을 설명

하는데 기여해 왔던 중의학 이론들은 비과학적이므로 폐지하고, 다만

수천 년 간 축적된 치료 ‘경험’은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과학적

으로 연구하여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의 과학화

연구들이 대부분 한의학 이론은 배제한 채 한의학의 임상적 성과를 과

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동

기와 목표는 그 때와 다르다 해도 드러나는 결과는 1930년대의 ‘廢醫存

藥’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통해 한의학계의 논문들이 과거 보다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

지만 정말 이런 논문들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

해서는 한의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의학 연구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고착된다면 장기적으로 한의학의 치료 수단만 살

아남아 서양의학에 흡수되고 한의학, 특히 한의학 이론은 도태되

고 말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런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서 정작

개업의들의 임상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일선 한의사들의 임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만 양산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3) 현대 한의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최근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내에서 다루어지면서 현대 한의

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양방의 이원화된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법률적으로 의사,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는 한

방 의료행위를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

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라고 규정해 왔다6).

그리고 이 기준은 수십 년간 한의사와 서의사 사이의 갈등을 사

전에 방지하고 조정하는 안전판 구실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기준만으로 한의학을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시대가 변한 만큼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한의계 안에서 커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한의

학이 현대화, 과학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지식들

을 포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의학, 한의학 임상이 많은 변화

를 겪은 만큼 한의학을 새롭게 정의해서 이 같은 변화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

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한의약육성

법이 통과되었다7). 한의약의 새로운 정의는 한의약육성법의 최대

쟁점이었으며 소위원회와 상임위에서도 의료 단체들 사이에 치

열한 논쟁이 있었다. 수십 년간 서양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유지

되어온 힘의 균형을 깨고 한의학의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이 정의가 현실에서 정착되는 데

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한의학이 달라진 만큼 한의학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필요

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의학의 정체성 규정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6)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통해 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박용신. 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

천과 정체성: 한의학미래포럼 제1차 토론회 자료집, p 42.).

7)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에서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개정했다. 민족의학

신문 기사 참조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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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의학을 중의학, 한방의학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지금까지 한의학과 중의학, 일본의 한방의학은 같은 학문적

뿌리를 가진 의학으로서 서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해 왔다. 학문적으로 볼 때 상호간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강조되었고, 서양의학이라는 공동의 타

자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경쟁 보다는 협력이 더 중시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보완대체의학 시장이 커지고 한, 중,

일 전통의학이 모두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게 되면서

협력 관계는 순식간에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 지금 중국은 한의

학과 일본의 한방의학을 중의학의 아류로 만듦으로써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의학(TCM)의 인지도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

의 보완대체의학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주도하

여 ISO TC249를 새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중의학 용어, 교육, 재

료, 치료기술 표준을 동아시아 전통의학 표준으로 가져가려고 시

도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작업 중 한 과정이다.

그동안 아무 장애 없이 서로의 지식과 치료기술을 교환해

왔던 동아시아 의학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서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정책 방향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제 한국

한의학은 중국 중의학, 일본 한방의학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

별성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던져진 새롭고 중요한 물음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 한의학이 중의학, 한방의학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과

차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5)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현대 한의학이 과연 ‘한의학’인가, 또는 현대 한의학이 ‘한의

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와 같은 정체성 비판들이 제기되면

서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 제기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를 개혁-보수의 시

각에서 보면서 정체성 문제 제기를 보수 그룹의 문제 제기로 간

주한다. 개혁 그룹에서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거나, ‘한의학’이라는 범주 자체가 애당초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어서 현재 한의사들이 하는 모든 임상과 연구 그 자체

를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거론하는 이면에는 어떻게 하든 현대

한의학을 전통시대에 묶어 놓으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의도가 숨

어 있다고 생각한다8).

2. 정체성 문제 고찰을 위한 예비 개념들

1) 정체성 개념과 의미

한의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8) 인창식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2011년

7월 6일 개최된 제3의학회 월례연구모임에서 한의학을 지나치게 과거

의 고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의학, 의료전문직의

입장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은 민족의학신문(741호, 2010년 1월 8일자)에 기고한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하여”라는 글에서는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주

장이 실천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원리적인 면으로만 흐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는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적 시

각이 드러나 있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7)

다소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정체성(identity)’ 개념 그 자체에서부

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정체성(identity)’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에밀 안거른

(Emil Angehrn)은 ‘정체성’이 개별성, 성질 그리고 같음 등의 논

리적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각각 수적 정체성(Numerical

identity, 개별성), 질적 정체성(Qualitative identity, 내적 단일성),

그리고 나-정체성(Self identity, 같음)으로 연결된다고 정리했다9).

그리고 ‘정체성’ 개념이 서양의 개체 중심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보고 ‘개인(individual)’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즉,

‘개인(개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로서 원자(atom)에서 유

래했으며, ‘내적으로 다르지 않음(내적 단일성, 동일성)’과 ‘타자와

다름(개별성)’을 본질로 삼고 있다. 용어의 기원으로 볼 때 ‘내적

단일성’이 ‘개별성’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지만 서양에서는 고대

스콜라 철학 이후로 개인의 정체성을 ‘타자와 다름’, 즉, 개별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왔다고 분석했다10).

개인(개체)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수적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타자와 다름에 기반한 수

적 유일성을 통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질적 정

체성은 개별성보다는 개인(개체)이 가지고 있는 질적 속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 질적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개인(개체)의 성

질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것(그)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

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수적 정체성이 한 개인(개체)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배제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질적 정체성은 한 개인(개체)이 가지고 있는 질적 속성들에 주목

함으로써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어떤 부류와 같은가라는 포함의

논리가 중심이 된다11). 그러나 수적 정체성이든 질적 정체성이든

이것들에는 ‘개체’가 질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준에서 나

타나는 실체며, 개체는 그것에 속해있는 고유의 본질적인 속성들

을 통해 다른 개체와 구별된다는 서양의 존재론적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개체)의 질적 정체

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개체가 시간에 따라 질적으로

변한다면 이 개체의 정체성은 내적 단일성이나 개별성으로 규정

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변화가 필연적인 어떤 한 개인이나 학문,

단체, 국가와 같은 사회적 존재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그렇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정체성(Self identity,

같음)이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여전히 동일한 인

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적 정체성을 ‘나

(self)’에 통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다양한 질적 정체성들을 모두 ‘나(self)’라는 자신의 것으로 통

합시킴으로써 나-정체성에 도달할 수 있다. 나-정체성은 “다양

한 질적 정체성의 형식적 통합”이다12).

그러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

9) 이현재. “정체성(Identity)” 개념 분석 : 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試

論). 철학연구 71: 264-292.에서 재인용

10) 이현재. 위의 논문 p 265.

11) 이현재. 위의 논문 pp 265-266.

12) 이현재. 위의 논문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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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렌트는 기존의 철학적 전통 안

에서 정체성 문제가 실체론적-존재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고

비판한다13). 즉, 아렌트의 관점을 빌리면 수적 정체성과 질적 정

체성은 모두 개인(개체)을 무관계적 존재이자 실체적 존재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이런 전제위에서 어떤 한 개인(개체)에 속한 본질

적 속성들을 정체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나-정체성에서는 다양한 질적 정체성의 변화를 ‘나’에 통합시키

고 있는데 이것은 의식의 지속성에 의지해야만 지지될 수 있는

것이다. 아렌트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정체성

을 존재가 아니라 행위로서 이해하고, 정체성이 절대적 자기 추

구가 아니라 자기의 드러냄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4). 아렌

트의 정체성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다원성, 관계와 같은 개념이

다. 이것은 아렌트가 ‘특별함’, ‘차이’, ‘독특함’과 같은 개념을 구

분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아렌트에 따르면 ‘특별함’은 모든 존

재하는 것들이 공유하는 것이고, ‘차이’는 ‘다원성을 위해 선행적

으로 주어진 조건’이며, ‘독특함’은 ‘차이의 능동적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독특함’이란 개인 안에 있는 이미 알

려진 질들의 독특한 조합이 아니라 행위와 말을 통해 타자로부

터 자신을 구별(differentiate)함으로써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다원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행위는 이런 구별의 과정이라

고 보았다15).

아렌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열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실체

성이나 의식의 지속성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2) 정체성 질문이 제기되는 두 가지 맥락: 통시적 관점과 공시

적 관점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맥락에서 제

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통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체성 문제다.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

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의학이 과거의 한의학과 어

떤 관계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즉, 이 시대 한의학이 전통시

대 한의학과 연속성을 갖는 의학체계인가를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한의학 체계가 역사적으로(시간적으로) 많은 변

화를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한의학’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둘째는, 공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체성 문제다. 통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시간적 차원, 또는 한의학이라는 학문

내적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면 공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간적 차원, 즉, 한의학을 둘러 싼 인접 학문분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한의학을

둘러 싼 학문적 지형도는 과거 전통시대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

13) 박혁. 다문화 사회 안에서의 정체성과 다원성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17(2):68-93.

14) 박혁. 위의 논문. pp 82-83.

15) 박혁. 위의 논문. p 78.

던 학문적 지형도와 판이하게 다르다. 현대 한의학은 전통시대와

달리 서양의학, 자연과학 분야들, 보완대체의학, 그리고 같은 동

아시아 전통의학인 중의학, 일본의 한방의학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근, 현대 시기에 한의학은 이들 분야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서 때로는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류하기

도 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변화

된 학문적 지형도 속에서 한국 한의학이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

고 있는지, 즉, 인접 분야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과 고유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다.

3) 정체성은 변할 수 있는가: 본질적 정체성과 구성적 정체성16)

한 존재자는 시간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 만의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한 존재자에게는 그 존재자를 그 존

재자답게 만드는 고유하고도 본질적인 속성들이 있다고 보고 이

속성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 정체

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한의학에 적용하면 한의학이 긴 역

사를 통해 변화해왔으면서도 ‘한의학’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

야할 핵심적인 속성들이 있다고 보고 이 속성들을 중심으로 정체

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속성들은 변화하는 한의학에 동일성,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의학의 본질적 속성들로는 전체론적 관점을 위시한 한의

학의 대상관, 변증논치·장상론 같은 한의학의 고유한 이론, 침구·

방제·도인안교와 같은 한의학의 독특한 치료기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의학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관점이나 틀,

방법론, 독특한 치료기술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 어떤 한 존재자는 자신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환

경의 변화에 맞추어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존속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속성들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구성하기도 한다. 이 처럼 시대의

변화, 둘러 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속성들을 새롭게 구성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체성 인식을 우리는 구성적 정체성이라

고 부를 수 있다. 한의학에 있어 구성적 정체성은 서양의학이나

현대 중의학과 같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타자’와의 관

계 속에서 새롭게 의식되고 구성되는 한국 한의학만의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

서양의학이 유입되기 이전에는 한의학이 이 땅에 존재했던

유일한 의학이었으므로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醫寶鑑>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東醫’라는 명칭을 통해 중국의학과 차

별되는 한국의학만의 독자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의학의 정체

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제도권에서 공존

하게 되면서 부터, 또 협력관계에 놓여 있던 중의학, 한방의학이 보

완대체의학 시장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면서 부터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한의학이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새 시

대에도 한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한의학의 생존

을 위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해 이 시기 한의들은 새로

16) 본질적 정체성과 구성적 정체성 개념은 부산대학교 김유신 교수(공대

전자공학과, 과학철학)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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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한의학의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서양의학이 주도하는 의료

체계 속에서도 한의학이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려고 노력했다. 조헌영은 <통속한의학원론>에서 한의학과 서양

의학을 “종합치료 의술과 국소처치 의술, 자연치료 의술과 인공

치료 의술, 조직의학과 현상의학, 정체의학과 동체의학, 치본의

학과 치표의학, 방어의술과 양생의술, 내과의학과 외과의학, 획

일주의와 응변주의, 귀족의술과 평민의술, 관용의술과 민용의술”

로 대비시켰다17). 이것에는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학만의 고

유한 영역을 확보하여 서양의학과 대비되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18).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중의들은

“중의는 辨證, 서의는 辨病”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내어 ‘변병’에

대비되는 ‘변증’이라는 중국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함으로

써 중의학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다19).

이 처럼 한의학의 정체성은 시대를 따라 새로 등장하는 ‘타

자’들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또 구성되기도 한다. 전통시대 한의

들에게는 불필요한 작업이었지만 서양의학, 중의학과 경쟁을 펼치

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서양의학, 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만의 고

유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한의학의 본질적 정체성과 구성적 정체성 개념을 그

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

라 새로운 한의학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해도 이것은 기존에 중

요하게 생각했던 한의학의 속성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서 출

발할 수밖에 없다. 구성적 정체성이라고 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한의학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전의 한의학

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학이라면 그것을 한의학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속성들을

가정한 본질적 정체성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한의학에 과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이 있을

까? 한의학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의학의 본질

도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더군다나 의학은 외부 지식과의 교류에 항상 열려있었다. 지식과

기술의 교류는 의학의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이다. 본질적 정체

성과 구성적 정체성 개념은 정체성이 변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다. 하지만 한의학에 이 개념들을 적용할 때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 같다.

3. 한의계의 정체성 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현재 한의학보다는 전통시대 한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체성 논의

탁석산은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정체성 판단의 기

준으로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성을 중요

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의 정체성 탐구가 현재 한국에서

17) 조헌영. 통속한의학원론. 한방의우회, pp 21-38, 1975.

18) 전혜리. 1934년 한의학 부흥 논쟁-한의학 정체성의 ‘근대적’ 재구성.

한국과학사학회지 33(1):41-89.

19) Scheid, Volker.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 Duke

Univ. Press, pp 200-237, 2002.

일어나는 현상에서 출발해야 하고 현재의 현상을 중시해야 한다

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철학을 예로 들고 있다.

즉, 지금 한국철학은 그 내용이 원효, 퇴계의 찬란한 업적과, 불

교, 유교, 도교의 유입 및 발전과정 등 과거의 사상으로만 채워져

있다. 한국철학은 당연히 한국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상들이 현재 한국 사회가 관심가지고 있

는 문제들의 해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

므로 한국철학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정체성이 모

호하다는 비판이다20).

현재성이라는 기준은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에도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그 동안 한국 한의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

을 때나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가 주로 근

거로 삼았던 것은 동의보감이나 사상의학과 같은 전통시대 의학

이었다. 중국과 차별화되는 향약의 전통, 한국의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고전들이나 의학이론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특성을 설명

해 왔다. 물론 이 텍스트와 이론들이 지금도 한국의 한의사들에

게 널리 사용되고 있어 현대 한의학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고, 연구되는 한의학에 더 집중해야

한다. 현재 임상가들이 임상에서 활용하는 한의학은 많은 부분

동서의학이 절충된 형태이며, 실용의학에 가까운 것이다. 현재성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정체성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

는 한의학은 당연히 현재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임상에서 활용되

며,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한의학이 되어야 한다.

2) ‘표준적인(standard) 한의학’을 전제하는 정체성 논의

한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의의 두 번째 문제점

은 정체성 논의가 ‘표준적인(standard) 한의학’을 전제로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현대 한의학이 ‘한의학’이 아니라든지 ‘한의학

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하려면 ‘한의학’, ‘한의학적’인 것이 무엇

인지 정확하게 규정해야 가능하다. 일종의 표준적인 한의학을 전

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정체성 개념

은 대체로 ‘본 모습’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즉, 정체성 위기란 자

신의 ‘본 모습’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정체성 혼란이란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나타나는

자와 타의 혼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체성 확립은 자기의 ‘본 모

습’을 강조,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체성

개념은 문제가 있다.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월 동안 다

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시기의 의학을 한

의학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흔히 황제내경, 상한론을

한의학의 경전으로 취급하고 높게 평가한다. 그렇다고 황제내경,

상한론 시대의 의학을 이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할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후에 이루어진 이들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론들

과 임상기술들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

또 공간적으로는 어떤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한의학’은

20)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문고·우리시대 001, 책세상, pp

103-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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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전체에 보편적이고 균질적인 학문적 실체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 문제는 중국과 같이 넓은

영토와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나라를 떠올리면 그렇게 간

단치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모든 지역의 의학 이론과 치료 기술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중의

학’ 또는 ‘중국의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중

국 전체에 하나의 보편적이고 균질적인 의학체계가 존재했었고

또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가능한 이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연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의학’의 보편성과 균질성이 지금 문

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학사 학자들은 이런 가정 자체를 받아들

이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들은 중국에 하나의 의학이 있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전체를 지리적으로 나누어 각 지역

의 고유한 의학이론과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21).

한의학에 대해서도 비록 정도는 다르겠지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의학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의 의

학을 망라하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학이론과 임상행태가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부양론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사상의학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하나의 이

름으로 묶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지역마

다 서로 다른 형태의 한의학이 존재했던 것을 인정한다면 어느

지역의 의학을 한의학의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당연히 문

제가 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를 논

의하면서 은연중에 그 어떤 표준적인 한의학을 가정하고 있다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3)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정체성 논의

한의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의의 또 다른 문제점

은 이 논의들이 대부분 현재 한의학의 어떤 경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어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지금 한의계에서 정체성 문제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은 개혁

-보수의 틀이다. 개혁 그룹은 시대가 변했으니 한의학도 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로 서양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한의학의 변화

를 모색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보수 그룹은 이 같은

한의학의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대에 따라 한

의학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한의

학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한의학의 특성을 잃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는 주로 보수 그룹

에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지금의 한의학이 ‘한의학’

으로서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할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고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지금을 한의학의 정체성

혼란, 또는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반면에 자칭 개혁 그룹에서

는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한의학의 개혁에 반대하

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논의를 부정적으로

21) 최근의 중국의학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필자가 쓴 ‘중국의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중국의학사의 최근 연구 동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1):39-49, 200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보고 있다.

개혁-보수의 틀 속에서 논의되는 정체성 문제는 이 논의를

정파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체성 개념 자체를 경직되고 닫혀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불가

능하게 한다. 정체성 문제는 개혁-보수의 틀을 넘어서는 문제로

서 미래 한의학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4. 한의학 정체성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

1) 적절한 정체성 개념의 적용

현대 한의학에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현대 한의학이

이전의 한의학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학문이나 사상까지도-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의학의 변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

을 것이다. 한의학의 변화는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 탐구와 비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체성 개념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수적 정체

성이나 질적 정체성 같은 개념들은 좁고 경직된 것으로서 한의

학에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은 한의학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

지 않는 고유한 본질적인 속성들이 있다고 가정하게 하고, 이런

속성들을 기준으로 ‘개별성’의 관점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규정

하거나(수적 정체성), 아니면 질적 속성들에 의존하여 정체성을

인식(질적 정체성)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수적, 질적 정체성은

무관계적인 독립된 개체에 적합한 개념이다. 변화가 필연적인 학

문, 국가와 같은 사회적 존재자나, 외부에 열려있어 타자와의 관

계가 복잡한 존재자에게는 적용하기 곤란한 개념이다.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외부로부터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수용하

면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의학의 질적 속성들 또

한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의학은 근대 이전까지

경계가 느슨해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외

부의 다른 분야들과의 상호작용(교류)에도 열려 있었다.

필자는 아렌트의 정체성 개념에서 취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실체 중심이 아니라 관계, 다원성을 기초로 한 정

체성 개념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 개념은 정체성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타자와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렌트의 관점을 빌면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 주로 인식된다.

한의학은 서양의학, 또 같은 동아시아 의학인 중의학, 한방의학,

그리고 보완대체의학 범주에 속하는 여타의 의학들과 함께 공존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의학에는 다른 의학체계가 가

지지 못한 특징으로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한의학만의

‘독특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우리는 ‘차이’를 바

탕으로 한의학을 다른 의학들과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 한의학

의 ‘독특함’을 드러낼 수 있다.

한의학과 다른 의학체계 사이의 ‘차이’는 한의학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 전통시대 한

의학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왔던 여러 가지 고유한 이론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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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의학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과 제도도 이런 차이

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차이’를 한의학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아렌트에

따르면 ‘차이’는 한의학의 ‘독특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차이’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변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로 한의학을 둘러싼 학문적, 문화적, 사

회적 지형도가 변하고, 끊임없이 한의학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들어와 기존의 지식, 기술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한의학도 변화한

다. 한의학이 변하면 ‘차이’도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들과 맺는 관계가 고정불변하지 않

기 때문에 한의학의 정체성도 고정불변한 것일 수 없다. 그러므

로 이 시대 한의학의 정체성은 전통시대 한의학의 그것과 같지

않다. 만일 한의학의 ‘본 모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

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 모습’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바탕 위에서는 한의학의

변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한의학의 정체성

에 대해서도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정체성 탐구에 있어서는 주체성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탁석산은 주체성을 한 집단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

떤 사물, 현상에 대한 태도나 성향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주체성

은 한국민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나타내는 성향을 의미하며, 한국

민은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현상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낸다22). 한의학의 정체성이 주어진 것

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한의사 집단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

가 어떤 태도나 성향을 갖는가는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러 의학체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특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한의사 집단의 주체적인 태도와 결정에

달려있다.

2) 현대 한의학의 실제 모습에 대한 정확한 파악

해방 후 대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의학은 근대

적 형태의 새로운 지식 체계로 변신을 시도했다. 과거 도제식 교

육에서 사용되었던 텍스트 중심의 전통을 버리고 서양의학의 분

과체계를 받아들여 새로운 한의학 지식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분과학회, 대학원 학위과정, 수련의 과

정의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한의학의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한의학 현대화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은 우리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도 했다. 당위와 현실의 혼동이다. 힌릭스(Hinrichs, T.J.)는 중국

의학사의 최근 동향을 살피면서 근대적 형태의 중국의학은 니덤,

진방현, 포커트 등 학자들이 ‘근대’ 개념을 중국의학에 적용함으

로써 시작되었고, 이것은 중국의학을 단일한 체계로 묶여진 내적

일관성을 가진 의학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정리했

다23). 이런 가정 하에 중국의학 연구자들은 주로 서양의 본질과

22) 탁석산. 위의 책, pp 111-114.

동양의 본질, 또는 서양의학의 본질과 중국의학의 본질을 대립적

으로 설정하는 비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도 변하지 않았던 중국의학 고유의 본질적 속성들과 내적 통일

성을 담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24). 그리고 이러한

본질 탐구와 함께 이 본질들을 하나의 일관성있는 시스템 안에

서 통합되게 만드는 특징적인 구조와 원리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다25). 전일론적(holistic) 관점, 상관적 사고(correlative

thinking), 대응적 체계(system of correspondence) 같은 것들이

이런 예들이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한의학의 현대화란 한의학을

단일한 체계, 내적 일관성을 가진 합리성을 갖춘 의학체계라고

전제하고, 이런 전제위에서 한의학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

적 정합성을 높여나가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랜 기간 한의학의 현대화 작업이 지속되면서 현대

화 프레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의학이 본래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의

의학사, 의료인류학, 의료사회학 연구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

는 ‘단일한 체계, 내적 일관성을 가진 합리성을 갖춘 의학체계’라

는 그림이 ‘현대성(modernity)’, ‘현대화(modernize)’, ‘패러다임’

등의 거대 담론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실제 한의학이 단일성, 통일성과는 거리가 먼

이질성(heterogeneity), 다양성(multiplicity)이 존재하는 분야라

고 묘사한다.

김종영의 논문이 좋은 예다. 김종영은 조장희 교수와 경희대

이혜정 교수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fMRI를 통한 경혈 연구에 대

해 현장 연구(field work)를 실시하고 피커링(Pickering)의

“mangle” 개념26)에 근거한 수행적 관점(performative

perspective)으로 이 사례를 분석했다27). 그리고 학위논문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동서의학대학원, 예한의원 등 현장 조

사 범위를 확대했다28).

그는 먼저 기존 연구들이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통해 한의

학과 과학(생의학)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즉, 쿤의 패러다임은 과학과 전통의학이 모두 각각의

23) Hinrichs, T.J., "New Geographies of Chinese Medicine" in Beyond

Joseph Needham, Osiris 13, p 296.

24) Hinrichs. 위의 논문, p 296.

25) Hinrichs. 위의 논문, p 296.

26) Pickering, Andrew. The Mangle of Practi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mangle”은 피커링이 사용한 독특한 개념이다.

홍성욱은 “mangle에는 롤러 두 개가 돌아가면서 그 사이로 옷을 말리

고 다리는 기계의 뜻과 엉망진창(으로 만들다)의 뜻이 있는데, 피커

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 실천은 인간

의 개입에 대한 자연 세계의 저항과 그 저항에 대한 인간의 적응이라

는 맹글의 두 ‘롤러’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선적인 설명

이나 이론이 불가능한 ‘엉망진창’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로 설명한

다(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문학과지성사, p 43).

이 같은 피커링의 mangle 개념은 Volker Scheid의 “Chinese Medicine

in Contemporary China”(Duke Univ. Press, 2002)에서도 주요한 방법

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27) Kim, Jongyoung. Beyond paradigm: Making transcultural connections

in a scientific translation of acupuncture. Social Science & Medicine

62: 2960-2972.

28) Kim, Jongyoung. Hybrid Modernity: The Scientific 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in a Global Age. Ph.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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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세계관 또는 해석들을 중심으로 통일되어(unified) 있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경계가 서로 닫혀있고 전혀

협상 불가능하며 공약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29).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실천 과정에

서는 과학(서양의학, 생의학)과 전통의학이 아무 경계 없이 서로

뒤섞이고 있다(mingled and mixed).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패러다

임 담론은 동아시아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생의학) 사이에서 실

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조합들(combinations)을 설명할 수 없다

고 비판한다. 그리고 패러다임 개념에 의해 만들어진 동양과 서

양, 과학과 전통의학, 근대와 전통 사이의 경계들은 문화의 표상

적 언어 표현들을 통해 상상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30).

이런 분석은 최근의 과학학 연구들과 맥이 닿아 있다. 과학

사, 과학기술학, 과학사회학 같은 분야들에서는 근래 실천

(practice)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1970년대 중반

부터 일부 학자들은 과학철학, 과학사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들이 주로 과학 이론, 패러다임과 같은 거시적이고 관념적인 주

제들에 치중함으로써 실제 현장(field)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자들

의 작업, 즉, 과학 연구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들은 실험실과 같은 구체적인 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와 과학 지식의 생산에 초점을 맞춰 연

구를 진행했다31). 이 연구들은 경험적인 사례들을 통해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성을 가진 학문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과학 분

야들이 통일된 이론, 절차, 실험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과학 분야 안에서도 이론, 기구, 실험들이 하나의 패러다

임으로 강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각기 서

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 작용에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2).

그러므로 김종영은 동아시아 전통의학도 道家와 같은 하나

의 전통으로 환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전통들, 임상 치료,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흔히 말하듯 이것들이 우주론

적 체계 속에서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과학과 동아

시아 의학은 모두 비통일성(disunity), 다양성(multiplicity), 개방

성(openness)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이들 분야들 사이에

다양한 잡종화(hybridization)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33).

김종영의 연구는 우리가 이론, 근대, 패러다임과 같은 관념

들에 집중함으로써 제대로 보지 못했던 현장(field)을 주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한의학과 과

학/생의학 사이의 상호작용, 임상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잡종

의학적 진료행태는 ‘한의학 이론’, ‘패러다임’, ‘근대적 지식체계로

서의 한의학’이라는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한의사들의 임상에서 한의학 이론의 역할은 분명히 과

29) Kim, Jongyoung. Beyond paradigm: Making transcultural connections

in a scientific translation of acupuncture. pp 2970-2971.

30) Kim, Jongyoung. 위의 논문, pp 2970-2971.

31) 김경만. 과학지식과 사회이론. pp 217-259.

32) Kim, Jongyoung. 위의 논문, pp 2970-2971.

33) Kim, Jongyoung. 위의 논문, pp 2960, 2970-2971.

대평가되어 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한의학적’

이라는 이념에 얽매이기 보다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기

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의사들의 임상, 교육, 연구 현장에는 이 처럼 이질적이고

다양한 의학 지식과 치료기술이 뒤섞여 있다.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지금의 한의학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점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서로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현대화론

자(modernist)들은 한의학을 단일한 체계, 내적 일관성을 가진

학문으로 보려고 한다. 그리고 타 학문과의 경계도 분명하게 설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후기현대화론자(postmodernist)들은 근

대, 이론, 합리성 등 현대화론자들의 담론들을 걷어내고 이질성,

다양성, 개방성이 존재하는 한의학의 실제 현장 모습을 보여주려

고 한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시점에

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동안 한의학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

왔고 한의학을 단일한 체계, 내적 통일성을 가진 의학체계로 만

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작업은 완

성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목 내용의 중복, 임상과 기초의 연계 부

족, 기초 한의학과 임상 한의학 내에서의 통일성 부족, 다양한 임

상 학파, 기법의 존재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이 본래 이질성과 다양성을 중요

한 특징으로 하는 의학이라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은 한

의학의 현대화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

구심을 갖게 한다.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임상, 연

구, 교육 현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우리가 거대 담론만을 앞세우고 이런 관념들을 통해 한의학

의 정체성을 논의한다면 이것은 실제 운용되는 한의학과 무관한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밝히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대 한의

학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한의학의 특수성과 의학적 보편성 이분법의 극복

한의학은 일종의 지역의학(local medicine), 토착의학

(indigenous medicine)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한의학이 한반

도의 지리적, 역사적 조건,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성된 독특한 문화

적 환경의 제약을 받아 형성되었고,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 기술,

의료 행태에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깊이 배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넓게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한의학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의학인 중국

의학, 일본 한방의학과 의학 사상, 의학 이론, 치료기술 면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해왔다. 한 예로 음양오행 사상은 전통시대 동

아시아인들의 사고를 지배했던 일종의 인식틀, 세계관과 같은 것

이었다. 따라서 한의학의 기혈, 장부, 경락 같은 이론 속에는 음

양오행적 사고가 깊이 침투해 있다.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아시아 문화, 역사, 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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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세기를 전후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적 현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통과학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도태되어 사라졌다. 1세기 남짓 지난 지금 철학사상이

나 전통의학 정도가 남아 오늘날에도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

다. 그러나 이것들마저도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받아들이기 어렵

고 생소한 것이 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한의계 내에는 한의학이 추구

해야할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대립하게 되었다.

한 편에서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지금의 한의학을 형성하

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세계관, 방법론, 철학 사상 등의 동아시

아 전통 문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런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의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한의학이 지역의학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의학적 보편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시대 한의학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과학(science)’을 이런 보편

성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서양의

학과 전통의학은 모두 일종의 기예(art)이며, 근대 이전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서양의학이 과학

을 받아들임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전통의

학(한의학)도 과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34). 반면에 이들은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과 용어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지금과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는 통용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의사

들이 서양의학 병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야 하고, 서양의학에

서 요구하는 임상 표준들, 예를 들어 한의학 치료의 유효성과 안

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근거중심의학(EBM),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서

도 과학적 방법과 표준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의학에서 지역성(공간성)·역사성(시간성)과 결부되어 있

는 문화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의

학적 보편성 자체가 부정되는 극단적인 문화 상대론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양의학을 일종의 보편의학, 현

대의학으로 간주하고 한의학의 모든 것을 서양의학에 맞추게 되

면 필연적으로 한의학의 서양의학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한의학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특수성과 보편성, 또는 특수의학과 보

편의학으로 대립시키는 이분법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탁석산

은 보편성이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 세계는 개별자들

의 집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35). 우리가 보편의학으로 생각하는

서양의학도 특수의학의 한 형태(개별의학의 하나)일 뿐 보편의

학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의학

을 보편의학, 한의학을 특수의학으로 도식화해서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한의학만의 특수성

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의학이 외부 학문들과의 교류

34) Kim, Jongyoung. Alternative Medicine's Encounter with Laboratory

Science: The Scientific Construction of Korean Medicine in a Global

Age(draft). pp 29-33.

35) 탁석산. 위의 책, pp 54-79.

에 열려있고 이런 교류를 통해 서양의학 지식과 기술이 한의학

속으로 많이 들어 와 있는 상황에서 서양의학에 대항하는 한의

학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

이다. 한의학에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의학의 특수성을 살리느냐 보편성을 추구하느냐

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바람

직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이분법이다. 한의학

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의학체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의학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시대 한

의학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왔던 여러 가지 고유한 이론, 기술,

관점들도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의학적 보편성, 합리성 또한 우리

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

대 과학, 의학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이 전통적인 의학 지식, 기

술과 융합되어 있는 한의학과 마주하고 있다. 이런 한의학을 어

떻게 보완해서 가치있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가 추구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다.

4) 의료일원화, 통합의학 담론에 대한 입장 정리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한의학의 존재를 전제로 하

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한의학의 미래를 의료일원화, 통합의

학에 두는 움직임들이 세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의학의 존재와

존재방식에도 여러 경우의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학이

라는 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서양의학에 흡수되거나

통합의학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의학으로 갈 것인지가 이슈가 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에도 중요한 변수

가 된다.

전통의학을 어떤 미래 구상 속에 놓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과학사, 의학사 학자들 사이에서 쟁

점이 되어 왔던 문제다.

예를 들어 조셉 니덤은 “모든 민족과 문화에서 발생했던 고

대 및 중세 과학은 근대 과학의 대양으로 흘러들어 가는 강물들”

이라는 비유를 잘 사용했다. 이 비유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과

학은 하나밖에 없으며(단일한 보편 과학(unitary science of

nature)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문화권의 과학들은 공통의 목

적지인 현대 과학을 향해 흘러간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

러므로 니덤은 동아시아의 전통과학들을 철저하게 지금의 단일

한 보편과학인 서양과학이 형성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관점

에서 보았고, 이 기준으로 동아시아 전통과학의 구체적인 업적들

을 평가하고 있다36). 또 니덤은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들에서는

이미 전통과학이 현대과학에 융합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의학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단일한 현대 의과학(unitary modern

medical science)’으로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37).

이런 관점은 한의학을 비롯한 모든 전통의학들이 보편과학의 지

위를 갖고 있는 서양의학에 언젠가는 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

36) 김영식. 중국 전통과학 연구의 문제들: 김영식편. 중국 전통문화와 과

학, pp 74-106.

37) Andrews, Bridie J. The Making of Modern Chinese Medicine,

1895-1937,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p 1, 199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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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동아시아 전통과학사 학자들이 니덤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상대론적 입장에 서있는 학자들은 기

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과학이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 고유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전통과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 과학들은 나름의 체계와 합리성

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과학이다. 그러므로 서양 과학의 입장에

서 그것의 우열을 논해서는 안된다. 네이산 씨빈 같은 학자가 이

런 입장을 지지한다3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은 서양

의학과 인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개념, 이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의료일원화 또는 통합의학 담론이 수면으로 떠오르면

서 한의계 내에서도 이 두 가지 방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한의학을 의료일원화나 통합의학의 틀 속에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한의학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서양의

학과 별도의 체계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한의학의 정

체성 논의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39).

결 론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한의

학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통시대와 크게 달라진 지금의

한의학이 ‘한의학’으로서 갖추어야할 본질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통시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서양의학, 중의학 등

인접 학문과 경쟁하고 있는 형편에서 한의학에 과연 이들과 차

별되는 어떤 특성 내지 장점들이 존재하는지(공시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한의학을 둘러싼 학문, 사회, 문화, 제도적 지형

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에도 한의학이 그 존재 가

치를 잃지 않기 위해 한의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들이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 문제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자기 동일성의 문제와 관련되

어 있다. 이 경우 한의학이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의학이

시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한의학과 동

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한의학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의학’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질적 속성

들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일성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본질적 속성들이 무엇인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

떤 사람들은 음양오행론을 한의학의 본질적 속성들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들은 음양오행론을 배제한 한의학은 한의학

38) 김영식. 위의 글, pp 74-106.

39) 조병희 교수는 ‘한의학의 발전과 미래전망’(경기도한의사회 발간, ‘10

년 후의 한의학’(2010)이라는 소책자 91-103쪽에 수록)이라는 글에서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생의학과 한방의학의 4가지 관계 설정 모델을 소

개하고 있다. 1)대항적 모델(전통 한의학의 장점을 강조하고 이를 고

수하려는 입장), 2)추보적 모델(과학화가 가능한 요소를 가려내어 서

양의학에 편입하자는 입장), 3)보완적 모델(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보완하며 상생하자는 입장), 4)통합모형(두 의학이 발전적으로 통합하

여 제3의 의학으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음양오행론은 한

의학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이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본질적 속성들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의가 어떤 결실을 거두려면 한의학의 본질적 속성들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것

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체성은 자기 식별의 문제와 관

련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존재자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을 통해 다른 존재자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해 내는

것을 말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관계를 통한 인식이다. 한 존재자

는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자와 비교, 대립시키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또 이것을 강

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여기서는 한의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른 의학체계들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과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이것은 한의학의 경쟁력과도 상통한다.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국 한의학만의 고유한 특성, 장점이 무엇인

가를 인식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자기

동일성과 자기 식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의학의 고유한 속성

들이 한의학의 변화와 함께 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의학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다. 필

자는 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 변화들이 모두 본

질과 무관한 단순한 외형상의 변화였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부

자연스럽다.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

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외부로

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의학이론과 기술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샤이드(Volker Scheid)는 역사적으로 중국의학은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중국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학의 긴 역사

전반에 걸쳐 중국의학은 외국의 수입품, 즉, 사상, 기술, 약물 들

을 받아들였고, 가장 최근에는 생의학적 개념들과 기술들을 받아

들였으며 이것이 중국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조금 극단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중국의학이 항상 교류에 열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것은 한의학도 마찬가지였다.

한의학의 질적 변화는 당연히 한의학의 정체성 인식에도 변

화를 초래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유입으로 한의학이 변하

고, 또 한의학을 둘러 싼 학문, 문화,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 한의

학 종사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변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

는 한의학의 정체성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한의학

의 정체성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이 질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체성도 변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한의학의 연속성 문

제이다. 이것은 질적 변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

일 어떤 한 시대의 한의학에 일어난 질적 변화가 통상적인 자기

동일성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 시대의 한의학

은 이전 시대의 한의학과 단절된 전혀 다른 종류의 의학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의학의 정체성도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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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같은 단절의 사례들이 존재했을까?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에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의학 종사자

들의 주체적 수용 과정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

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이 한의학 속으로 유입될 때는 반드시

기존의 한의학이 주체가 되는 취사선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

부분의 경우 이 과정을 통해 한의학의 연속성은 유지된다.

역사적으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

다. 서양의학에 대비하여 한의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 조헌

영의 사례, 비록 한의학의 경우는 아니지만 중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西醫는 辨病, 中醫는 辨證”이라는 구호를

개발한 중의학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서양의학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의학

이론과 기술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 중에서 서양의학

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것, 시대에 부합하는 것들을 뽑아내어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한의학, 중의학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례들은 한의학의 정체성 논의가 충분히 생산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체성 논의가 한

의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 거는 부정적인 방향

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산하는 정체성 담론들은 한

의학의 존재 가치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열린 논

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

안한다.

첫째, 적절한 정체성 개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 개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수적 정체성이나 질적 정체성

개념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 속성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파악하

는 것으로서 변화가 전제되는 한의학과 같은 학문적 존재자에게

는 부적절한 개념이다. 이런 개념들은 변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쉽게도 기존에 한의계에서 이루어진 정

체성 논의는 이 같은 부적절한 정체성 개념에 기초한 경우가 많

았다. 필자는 한나 아렌트의 정체성 개념이 한의학의 정체성 인

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렌트의 정체성

개념은 실체 중심이 아니라 관계, 다원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리고 정체성을 열려있고, 타자와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 독특함을

추구하는 창조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의학체계들과 공

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들 의학과의 비교를 통해 한

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한

의학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둘째,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대 한의학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의학과 다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질성과 다양성이 한의학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중요한 속성이며 학문과 기술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장벽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한의학의 임상, 연구 현장에서는 한의학 지식과 기술이

다른 다양한 지식, 기술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술들이 끊

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현대화, 과학화, 패러다임 같은 거대담론에 사로 잡혀 이 같은 실

제 현장에 존재하는 이질성, 다양성, 잡종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

라면 이런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 논의도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대 한의학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 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대 한의학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의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할 때 한

의학의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것과 한의학이 의학적 보편성을 갖

추는 것은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의

학적 보편성은 한의학이 이 시대 의학으로서 확보해야 할 기본적

인 덕목이다. 그러므로 특수성과 보편성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넷째, 의료일원화나 통합의학 담론은 한의학의 정체성 설정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의계의 주체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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