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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서양마취술 도입에 관한 연구

이규원

19세기 중반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의 전신마취 작용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서양마취술은 근대의학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
당해왔고, 단기간에 근대국가로 탈바꿈한 일본도 서양마취술을 도입
하며 의학 근대화의 내실을 다졌다. 그런데 일본에는 하나오카 세이
슈라는 인물이 서양에 40여 년 앞서 전신마취를 이용한 수술에 성
공한 독특한 역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일본에서 하나오카
류 마취술과 서양마취술이 변천하고 명멸한 궤적을 체계적으로 규
명함으로써 일본의 의학적 근대화의 한 단면을 드러내려고 한다.

  1804년, 하나오카 세이슈는 자신이 개발한 내복용 전신마취제 “마
불산”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전신마취 수술에 성공했다. 그의 마
취술은 외과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히며 일본 각지로 계승 및 
발전되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메이지 신정부가 주
도하는 독일의학의 도입기와 맞물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
방의학에 기반을 둔 그의 마취술은 개방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풍
토에 어울리지 않았다.

  서양마취술은 1846년 미국 보스턴에서 모튼과 워런이 에테르 흡
입을 이용한 수술을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이듬해인 1847년 영국 에
든버러의 심슨이 클로로포름 흡입 마취를 보고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일본에는 1848년에 클로로포름 마취, 1850년에 에테르 마취의 정보
가 전해졌고, 1861년부터는 일본인에 의한 클로로포름 마취가 실시
되었다. 클로로포름 마취술은 특히 보신전쟁에서 활약한 영국인 의
사 윌리스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독일인 교수의 대학동교 부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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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유학한 사토 스스무의 귀국, 그리고 세이난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정부요인의 치료가 세간의 관심을 끌
고 문학작품에도 반영되면서 서양마취술에 대한 인식은 사회 깊숙
이 침투해갔다.

  19세기 후반, 클로로포름 마취의 위험성이 문제시되어 에테르 마
취의 비중이 높아지던 서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에테르 마취가 경시
되고 클로로포름 일색의 마취가 이루어지는 경향에 변함이 없었다. 

그 배경에는 군진의학의 논리가 의료계 전반으로 침투하는 군국주
의 및 전체주의적 국가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에 전래된 서양마
취술은 19세기 초 가장 앞섰던 일본 고유의 마취술을 대체하며 의
학적 근대화를 이끌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적 추세에서 고립되어갔
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학적 근대화 과정은 주로 선형적인 발전 모
델, 혹은 좌절 없는 성공사례로서 파악되고 논의되어왔지만, 일본의 
마취과학사는 분과사적 의미를 넘어 단절과 굴곡으로 점철된 근대
화의 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주요어: 마취, 클로로포름, 하나오카 세이슈, 마불산, 근대화, 서양의
학 도입, 사토 스스무, 군진의학

학번: 2015-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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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마취 없는 수술은 상상하기 힘들다. 환자에게 감내하지 못할 고통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외과적 처치 자체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오
래전부터 외과수술을 받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아편, 대마 
등을 투여하거나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궁
리되고 시도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약했고 수술에 적합한 것이 아니
었다. 1839년, 당시 프랑스 최고의 외과의사 중 한 명이었던 벨포
(Alfred-Armand-Louis-Marie Velpeau, 1795∼1867)가 다음과 같이 선언
할 정도였다.

“외과수술에서 통증을 없애는 것은 오늘날 아무리 추구해도 소
용없는 망상이다. ‘메스’와 ‘고통’은 환자의 마음에서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말이며, 이 필연적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1)

지금은 상식으로 여겨지는 외과적 마취술은 약 170년 전인 1846년, 

미국 보스턴에서 치과의사 모튼(William Thomas Green Morton, 1819

∼1868)과 하버드대학의 외과의사 워런(John Collins Warren, 1778∼

1856)이 에테르(diethyl ether) 흡입을 이용한 전신마취 하의 공개 수
술을 성공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울러 이듬해인 1847년 
영국에서는 에든버러의 산부인과 교수 심슨(James Young Simpson, 

1811∼1870)이 클로로포름(chloroform) 흡입을 통한 전신마취를 보고
했다. 클로로포름은 에테르보다 신속한 마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선
호되었고, 영국 빅토리아여왕의 출산에 두 차례 이용되는 등 급속히 
보급되었다.

  1543년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가 인체구조에 
1) Thernstrom, Melanie, The Pain Chronicles, Farrar, Straus and Giroux, 2010,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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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를 내놓으며 근대적 해부학을 탄
생시킨 이래2), 혹은 1628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가 동
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하여(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로써 근대적 생리학을 창시한 이
래3) 근대의학이 태동했고, 1816년 “생리학적 의학”의 창시자 브루세
(François-Joseph-Victor Broussais, 1772∼1838)가 의학정설에 대한 검
토(Examen de la doctrine médicale généralement adopte)를 펴냄으로
써 근대적 임상의학이 시작되었다.4)5) 이후의 근대의학 발전사를 관
통하는 한 축에 근대적 외과의 발흥이 있었고, 근대적 외과는 세 가
지 문제, 즉 통증, 감염, 출혈을 극복함으로써 성립했는데, 이 가운
데 무통수술이 마취제의 출현에 따라 가장 먼저 가능해졌다.6) 이처
럼 마취술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고 수술의 영역을 확장시켰을 뿐
만 아니라 근대의학의 초석으로서도 불가결한 역할을 했다.

  한편 에도(江戸) 막부 하의 일본에서는 1804년, 마불산(麻沸散)이
라는 내복용 전신마취제를 개발한 하나오카 세이슈(華岡青洲, 1760

∼1835)가 서양보다 40여 년 앞서 세계 최초로 전신마취를 이용한 
수술에 성공했다. 외과의 근대성을 규정하는 마취술이 극동의 변방
에서 먼저 확립된 것이었다. 하나오카의 마취술은 문인(門人)들을 통
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해체신서(解体新書)(1774)로 유명한 당대 
난방의학의 거두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도 그에게 가
르침을 청하여 비법을 전수받았다. 반면 겐파쿠의 손자 스기타 세이
케이(杉田成卿, 1817∼1859)는 제생비고(済生備考)(1850)에서 ‘마취

2) 황상익,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pp. 147-154.
3) 川喜田愛郎, 近代医学の史的基盤 上, 岩波書店, 1977, 序章.
4) Foucault, Michel, Naissance de la clin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3, 

chapitre X.
5) Ackerknecht, Erwin H., Medicine at the Paris hospital 1794-1848,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pp. 61-80.
6) 宗田一, 図説 · 日本医療文化史, 思文閣, 1989,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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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醉)’라는 조어로써 에테르 마취법을 소개하고 5년 후에는 직접 
시도하는 등 서양마취술의 보급에 앞장섰다. 1857년에 네덜란드 해
군군의 폼페(Johannes Lijdius Catharinus Pompe van Meerdervoort, 

1829∼1908)가 클로로포름을 들여왔고, 에도에 종두소를 창설한 이
토 겐보쿠(伊東玄朴, 1801∼1871)가 1861년, 일본 최초로 클로로포름 
마취에 성공했다. 이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을 거치며 서양의 
흡입마취, 특히 클로로포름 마취가 급속히 전개되었고, 서양을 앞질
렀던 하나오카의 마취술은 쇠퇴 일로를 걷다가 1870년대 이르러서
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까지 하나오카와 그의 외과 및 마취술에 대한 연구는 일본 
의사학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고7),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그의 
마취술은 문인들의 기록이 발견되면서 보급의 정황이 조금씩 복원
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취술이 그려온 전체적인 궤적을 세 하게 
전개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하나오카류 마취술의 창시에서 서양마
취술의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초기 일본마취과학의 역사를 근
대화 과정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한 작업 또한 이루어지지 않
았다.8) 또한 선학의 오류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9) 근거 없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7) 하나오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저명한 정신과의사이자 의사학자였던 구레 
슈조(呉秀三)가 1923년에 하나오카 세이슈 선생 및 그의 외과(華岡青洲先生及

其外科)를 출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呉秀三, 華岡青洲

先生及其外科, 思文閣, 1971 참조). 또한 1971년 복각판의 부록으로 수록된 宗

田一, ｢華岡青洲の麻酔薬(通仙散)をめぐる諸問題｣도 참고할 만하다. 松木明知, ｢華

岡青洲研究史｣, 日本医史学雑誌 51-3 (2005), pp. 355-384에는 일본에서 이뤄져
온 하나오카 세이슈 연구의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다.

8) 유일하게 마쓰키 아키토모(松木明知)가 일본의 마취과학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한 
바 있지만(Matsuki, Akitomo, A Short History of Anesthesia in Japan, Hirosaki 
University Press, 2012),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서양에 소개하려고 한 의도가 큰 
것으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9) 일례로 하나오카 세이슈가 전신마취 하의 수술에 최초로 성공한 날짜가 오랫동
안 잘못 알려져 있었다. 제2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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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10)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학사와 관련하여 에도시대와 메이
지시대에 걸친 일본의 해부학11)12), 난학13)14)15), 위생행정16), 의사양
성17)에 주목한 연구가 약간 있었을 뿐, 마취술이나 외과의 역사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18) 일본의학사의 연구는 한국의학사, 나
아가 한국의 식민지 경험 및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
건인데도 국내에 축적된 연구 성과가 적다는 것은 가히 유감이라 
할 만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19세기 일본이라는 치열한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오카류 마취술과 서양마취술이 어떻게 변천하고 명멸
했는지를 사실(史實) 관계에 따라 규명함으로써 일본마취과학사의 
여명기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특히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한국어로 작성했다. 나아가서는, 19세기 일본
10) 하나오카류 마취술이 서양마취술보다 열등했기 때문에 소멸했다는 식의 서술

이 대표적이다. 서양마취술이 급속히 전파되던 시기에 하나오카류의 마취술이 
쇠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내복용 마취제인 마불
산보다 흡입용 마취제인 클로로포름 혹은 에테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
는 것도 간과할 수 없지만, 이들로부터 하나오카류 마취술의 소멸 원인을 단정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직껏 이 두 가지 마취술이 ‘선택지’로서 
경쟁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마불산이 클로로포름보다 합병증이 
적다는 점에서 뛰어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하나의 
유력한 설이 될 수는 있어도 역사적 사실이 될 수는 없다.

11) 여인석 · 황상익,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 과정｣, 의사학 3-2 (1994), pp. 

208-219.
12) 김성수, ｢에도(江戶)시대 해부학의 발전: 장지(藏志)의 간행을 중심으로｣, 의

사학 21-1 (2012), pp. 101-140.
13) 이종각, 일본 난학의 개척자 스기타 겐파쿠, 서해문집, 2013.
14) 이종찬, 난학의 세계사, 알마, 2014.
15) 김성수 옮김, 해체신서, 한길사, 2014.
16) 이종찬,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 과정, 1868-1905｣, 의사학 12-1 

(2003), pp. 34-53.
17) 김옥주 · 미야가와 타쿠야,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

여｣, 의사학 20-2 (2011), pp. 493-554.
18) 다만 황상익은 하나오카류 마취술의 단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본 연구도 그로부터 촉발되었음을 밝혀둔다(황상익,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pp. 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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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취술이 전개된 과정을 시대적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일본
이 이룩한 의학적 근대화의 한 단면을 드러내려고 한다. 근대를 살
고 있는 우리에게 ‘근대화’의 실체는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19)

19) 본 논문의 일본 관련 날짜 표기는 당시의 실제 표기법에 따라 1873년 이후는 
그레고리력, 그 이전은 태음태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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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나오카 세이슈의 마취술
제1절 하나오카 세이슈: 인물과 시대적 배경

하나오카 세이슈는 1760년 10월 23일, 기이(紀伊, 현재 와카야마현)

의 의사 하나오카 나오미치(華岡直道, 1722∼1785)와 오쓰기(於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오미치는 당시 저명했던 남만류(南蛮流) 외과
의 이와나가 반겐(岩永蕃玄, ?∼1729)을 사사했다. 세이슈가 태어난 
날 천둥소리와 함께 함박눈이 내렸는데 그가 태어날 때 돌연 날이 
개었다고 하여 이름을 후루우(震)20)라 짓고 통칭 운페이(雲平)라 불
렀다고 하지만21) 세이슈(青洲)라는 호(號)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1782년, 당시 나가사키(長崎), 에도와 더불어 의학연구의 중심지였던 
교토(京都)로 유학하여 고의방파(古医方派)22)의 요시마스 난가이(吉

益南涯, 1750∼1813)23)에게 내과를, 야마토 겐류(大和見立, 1750∼

1827)에게 카스파르(Caspar Schamberger, 1623∼1706)24)류 외과와 이
라코 도규(伊良子道牛, 1672∼1734)25)류의 외과를 배우고 3년 후 귀
20)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21)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

部, 2008, pp. 61-62.
22) 명상적 요소가 많은 금원(金元)의 의학을 배제하고, 상한론(傷寒論)처럼 오래

되었지만 실제에 더 잘 들어맞는 의학을 배워야 한다는 한방의 일파로서 18세
기 일본에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小川鼎三, 医学の歴史, 中央公論新社, 1964, 
p. 103).

23) “만병일독설(万病一毒説)”로 유명한 요시마스 도도(吉益東洞, 1702∼1773)의 장
남으로, 부친의 설을 수정하여 “기혈수설(気血水説)”이라는 한방의 대표적 병리
사상을 제창했다.

24) 독일인 외과의이자 상인으로 1649년 8월 7일 새로 부임한 네덜란드상관장과 
함께 나가사키 데지마(出島)에 도착한 이후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나가
사키와 에도에서 의료 활동을 했으며, 그의 의술은 카스파르류 외과로서 200년 
가까이 계승되었다.

25) 나가사키에서 배운 서양의학 즉 카스파르류 외과를 계승하고 이를 동양의학과 
융합하여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한 인물로, 그의 문인 야마토 겐스이(大和見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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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했다. 당대의 한방(漢方)의학과 난방(蘭方)의학을 섭렵하며 한란절
충파(漢蘭折衷派)26)로서의 기반을 다진 셈이다. “내외합일활물궁리
(内外合一活物窮理)”27)로 대표되는 그의 의학사상도 이때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당시는 막부가 난서의 수입 금지를 완화하고(1720) 서양의 지식 
습득을 장려한(1740) 이래 의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던 때
였다. 한란절충파의 시조 격인 야마와키 도요(山脇東洋, 1706∼1762)

가 관허를 얻은 최초의 인체해부를 실시하여(1754) 장지(蔵志)
(1759)를 내놓았고, 가와구치 신닌(河口信任, 1736∼1811)이 사형수를 
직접 해부해(1770) 하라다 이키(原田維祺)와 함께 해시편(解屍編)
(1772)을 펴냈으며,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 1733∼1817), 마에노 료
타쿠(前野良沢, 1723∼1803), 나카가와 준안(中川淳庵, 1739∼1786)이 
독일 의학서의 네덜란드어판을 중역한 해체신서(解体新書)(1774)를 
출간하면서 난학의 전성기가 도래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내과
는 옛날의 방법과 처방에 얽매여 진보의 기미가 없었고, 네덜란드류 
외과는 이론은 그럴싸해도 겨우 외상의 봉합이나 농양의 절개 정도
만 가능할 뿐 실제 치료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28)

제2절 세계 최초의 전신마취 수술과 마취제 “마불산”

의 아들이 야마토 겐류다.
26) 한방의학과 난방의학의 이점을 각각 취하여 독자적인 의술을 실시한 일파로서 

하나오카와 그의 제자 혼마 등이 대표적 인물이지만, 스기타 겐파쿠 등의 수많
은 난방의도 일상적 진료에 한방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한란절
충파라 할 수 있다.

27) 외과(난방)를 지망하는 자는 아울러 내과(한방)에도 정통해야 하며 인신 도리의 
이치를 알고 질병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절충파’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
다.

28) 富士川游著 · 小川鼎三校注, 日本医学史綱要2, 平凡社, 1974,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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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초의 전신마취 수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오카는 나가토미 도쿠쇼안(永富独嘯庵, 1732∼

1766)의 만유잡기(漫遊雑記)(1764)를 통해 일본에서는 불치병이었
던 유암(乳癌)을 서양에서는 적출수술을 통해 치료한다는 것을 알고
는 전신마취를 이용하는 외과수술을 궁리하게 된다. 교토 유학을 마
치고 1785년에 귀향하여 외과진료에 힘쓰는 한편 20여년에 걸친 연
구 및 실험 끝에 흰독말풀(Datura metel)과 바곳속(Aconitum) 식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내복마취제 마불산(麻沸散, 일명 통선산(通仙散))29)

을 개발하여 1804년 10월 13일, 아이야 간(藍屋勘)이라는 60세의 여
성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하의 유암수술30)에 세계 최초로31) 성
공했다.32) 이때의 마취상태에 관해 ｢유암치험록(乳巌治験録)｣에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0월 13일 오전 환자에게 나의 마불산을 복용시켰다. 잠시 후 
의식이 흐려지고 인사불성이 되더니 결국 마비되어 가려움과 아

29) 하나오카 자신은 새로운 마취제를 “마불산”(일본어 발음은 “마후쓰산”)이라 불
렀지만, 하나오카 연구의 선구자 격인 구레 슈조(呉秀三)가 “통선산”이라는 호칭
을 썼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다(松木明知, ｢華岡青洲は“通仙散”とは

書かなかった: “麻沸散”と“通仙散”の呼称の問題｣, 麻酔 64-10 (2015), pp. 
1101-1105).

30) 유암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오늘날의 유방암(악성종
양)이라 단정할 수 없다.

31) 마쓰키는 하나오카의 전신마취 하 유암수술(1804)이 마취 담당자 및 수술 담당
자 기재, 환자 기재, 마취 실시일 기재, 수술명 기재, 기록의 신뢰성 등 5가지를 
만족함으로써 세계 최초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며(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

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08, p. 123), 이러한 하
나오카의 업적은 세계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32) 구레가 하나오카의 전신마취 수술 기일을 잘못 특정하고 이를 수많은 연구자
들이 답습해온 탓에 오랫동안 1805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마쓰키가 실지조사
를 통해 1804년임을 밝혀냈다(松木明知, ｢華岡青洲による 初の全身麻酔の期日に

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19-2 (1973), pp. 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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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을 느끼지 못했다.33)

이어 당시의 수술 과정이 그림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먼저 “코론메
스”34)로 유방의 피부를 세로로 10센티미터 정도 절개하고(그림 1-1), 

절개한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그림 1-2). 손가락 사이에 코론메
스를 숨긴 채 유방 속 깊이 손을 넣고 유암 주위의 조직부터 충분
히 벗겨내어 유암 덩어리를 양손으로 조금씩 꺼낸 뒤(그림 1-3), 유
암만을 제거한다(그림 1-4).35) 유암 적출 후에는 상처를 소주로 소독
하고 절개한 피부를 실로 꿰매고 나서 고약을 발라 처치했다.

              1-1                             1-2

33) “冬十月十有三日. 朝進病婦先服我麻沸散. 少頃. 正氣恍忼乎. 不識人事. 終身麻痺

不覺痒痛.”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外科, 思文閣, 1971, p. 265.
34) 구부러진 칼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kromme mes”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나

오카가 창안하여 유암수술시 절개와 절제에 사용되었다. 철제이며 칼날의 길이
는 5센티미터, 전체 길이 12.6센티미터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심부의 수술에는 
역시 하나오카가 고안한 바요넷(bayonet)형 가위(철제, 13센티미터)가 사용되었
다.

35)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外科, 思文閣, 1971, pp. 265-266. 또한 上山英明, 
華岡青洲先生その業績とひととなり, 青洲の里, 2012, 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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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그림 1. 하나오카의 유암수술도36)

이후 하나오카는 150여 차례의 유암수술을 실시했는데37), 하나오카
에게 유암수술을 받았다고 기록된 환자 총 156명 중 수술 거부 3명, 

재발 6명, 삼발 2명을 제외한 143명의 출신지별(국별) 분포는 표 1 

및 그림 2와 같다.

36)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外科, 思文閣, 1971, pp. 265-266. 구레는 이 그림을 
자신이 소장하는 ｢유암치험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레는 ｢유암치험록｣를 하나오카가 자필로 남긴 것이라 단정하지만 근거가 희
박하고, 그밖에도 수많은 논란거리를 남겼다. 이에 관해서는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08, pp. 134-153 
참조.

37) 구레가 번각한 하나오카가의 ｢유암성명록(乳巖姓名録)｣(呉秀三, 華岡青洲先生

及其外科, 思文閣, 1971, pp. 274-286)에는 1804년부터 1848년까지 유암수술을 
받은 환자 165명의 정보(수술일자, 출신지 등)가 기록되어 있고, 마쓰키가 소개
하는 이본 ｢유암성명록(乳岩姓名録)｣(松木明知, 華岡青洲と｢乳巖治験録｣, 岩波

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2004, pp. 97-152)에는 1804년부터 1869년까지 177명(수술
거부 환자 및 재발 환자 포함)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양 책 모두 1836년까지
는 “세이슈 선생이 치료한 자”로 156명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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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7도
(五畿七道) 국명(율령국) 환자수 

기나이
(畿内)

야마시로(山城, 현 교토부 남부) 10

야마토(大和, 현 나라현) 15

가와치(河内, 현 오사카부 동부) 4

이즈미(和泉, 현 오사카부 남서부) 8

셋쓰(摂津, 현 오사카부 북중부 절반, 효고현 남동부) 8

도카이도
(東海道)

이세(伊勢, 현 미에현 북중부, 아이치현 일부, 기후현 일부) 6

오와리(尾張, 현 아이치현 서부) 4

미카와(三河, 현 아이치현 동부) 1

이즈(伊豆, 현 시즈오카현 일부, 도쿄도 일부) 1

아와(安房, 현 지바현 남부) 1

도산도
(東山道)

오미(近江, 현 시가현) 8

미노(美濃, 현 기후현 남부) 7

히다(飛騨, 현 기후현 북부) 1

호쿠리쿠도
(北陸道) 가가(加賀, 현 이시카와현 남부) 2

산인도
(山陰道)

단바(丹波, 현 교토부 중부, 효고현 북동부, 오사카부 북부) 2

단고(丹後, 현 교토부 북부) 3

다지마(但馬, 현 효고현 북부) 1

호키(伯耆, 현 돗토리현 중부 및 서부) 2

이와미(石見, 현 시마네현 서부) 2

산요도
(山陽道)

비젠(備前, 현 오카야마현 동남부, 가가와현 일부, 효고현
  일부) 2

빗추(備中, 현 오카야마현 서부) 2

빈고(備後, 현 히로시마현 동부 절반) 1

스오(周防, 현 야마구치현 동남부 절반) 2

난카이도
(南海道)

기이(紀伊, 현 와카야마현, 미에현 남부) 31

아와지(淡路, 현 효고현 일부) 7

아와(阿波, 현 도쿠시마현) 4

사누키(讃岐, 현 가가와현) 4

이요(伊予, 현 에히메현) 1

불명 3

표 1. 하나오카에게 유암수술을 받은 환자의 출신지별(국별) 분포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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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나오카에게 유암수술을 받은 환자의 출신지별(국별) 분포 및 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이카이도(西海道, 현 규슈지방)를 제외한 모
든 지방의 율령국에서 환자가 찾아왔는데, 멀게는 500킬로미터 떨어
진 곳에서, 그것도 여성 환자가 찾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하
나오카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2. 여러 수술에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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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수술례

외과

일반 탄환 적출, 음낭 내 탈장, 서혜부 탈장
종양 발류(髮瘤), 혈관종, 지방종, 동맥류
뇌 뇌탈, 수두증

안면 구순구개열, 안면성형
구강 타석증, 설종양
경부 결핵성경부림프선농양

손발가락 다지증, 합지증, 탈저
피부 사마귀, 결핵성 농양, 선천성/화상후 반흔, 상피증
항문 치루, 탈항, 쇄항*, 항문 주위 농양, 직장회음루

정형외과 탈구, 골절, 골막염, 부골
비뇨기과 포경, 요도결석, 요도협착, 방광결석, 음낭수종
이비과 비폐쇄, 비용종
안과 녹내장, 백내장, 맥립종, 안검외반

산부인과 자궁탈, 쇄음*, 음부종양, 질협착, 횡산

하나오카는 마불산 마취를 통해 유암의 수술적 치료라는 소기의 목
적을 달성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질환에 응용했다. 그
가 구술한 것을 문인들이 기록한 양과쇄언(瘍科瑣言), 외과신서
(外科神書), 채색기환지도(彩色奇患之図) 등에 기록된 수술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38)

표 2. 하나오카가 실시한 유암 이외의 수술(* 표시는 하나오카의 조어)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오카 이전의 외과는 타박상을 치료하고, 곪은 
부위에 침이나 뜸을 놓고, 외상을 봉합하는 정도일 뿐, 적극적으로 
종양을 절제하거나 반흔부위를 절제하여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의 수술은 불가능했기 때문에39) 외과의 신기원을 이룬 업적 또한 

38) 上山英明, 華岡青洲先生その業績とひととなり, 青洲の里, 2012, p. 40;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08, pp. 
180-181.

39)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

部, 2008,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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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술 못지않게 크다.

3. 마불산의 처방

마불산의 주요 성분인 흰독말풀은 이미 진통의 목적으로 서양 및 
중국에서, 또한 일본의 접골의사 등에 의해 쓰이고 있었다. 특히 교
토의 한란절충파 하나이 센조(花井仙蔵)와 그 문인 오니시 하루노부
(大西晴信)가 마불산과 비슷한 배합의 마취제를 만들었는데40), 이 처
방은 중국 원대의 세의득효방(世医得效方)(1345)에서 비롯되었
다.41) 하나오카는 하나이의 마취제를 독자적으로 개량하여 그의 실
패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마불산 개발의 경위는 하나오카와 친분
이 두터웠던 나카가와 슈테이(中川修亭, 1773∼1850)의 마약고(麻薬

考)(1796)에 잘 드러나는데, 이에 따르면 1796년 시점에서 적어도 
십 수 명에게 마취제를 투여하여 마취상태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
다.42) 세의득효방에서 하나오카의 마불산에 이르기까지 마취제 관
련 처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40) 宗田一, ｢華岡青洲の麻酔薬(通仙散)をめぐる諸問題｣,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

外科, 思文閣, 1971 附錄, pp. 23-35.
41)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

部, 2008, pp. 101-106.
42) 宗田一, ｢華岡青洲の麻酔薬(通仙散)をめぐる諸問題｣,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

外科, 思文閣, 1971 附錄, p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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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자
금
피
紫

金
皮

오
약
烏

藥

반
하
半

夏

박
상
회
향
舶

上

茴

香

소
회
향
小

茴

香

목
향
木

香

좌
라
坐

拏

천
남
성
天

南

星

용
제
 · 

복
용
량

초오산
(草烏散)1)

5전
(錢)

1량 5량 5량 5량 5량 5량 5량 5량 5량 5량 1량 3량 1량 酒 

2

초오산2)3)4)

1량 2량 2량 2량 2량 2량 2량 2량 2량 2량 1량 0.5량 酒 

1

원방하나이씨
(原方花井氏)5)

5* 5 5 5 5 5 5 10 3 1량 5
酒 

2

우방-오니시씨전
(又方-大西氏伝)5)

5* 10 15 15 15 15 15 15 10 5
酒 

2

우방-우의전시방
(友医伝試方)5)

? 實 10 5 5 5 10 3 5
酒 

2

기슈하나오카씨방
(紀州華岡氏方)5)

6 3 3 3 3 3

酒 

1.5

~2

하나오카마불탕
(花岡麻沸湯)6)

6 2 1 2 2 1
水 

2/1

마불탕6)

4 2 1 1 3 1 水煎

하나오카마불탕
(華岡麻沸湯)6) 6 3 3 3 3 3 水煎

우방26)

2 1 1 1†

우방46)

5 1 1 10 10 10 10 3 1

마약
(麻薬)7)

9.5 1.5 1.5 4.5 4.5 1.5

하나오카마약
(華岡麻薬)8)

8 2 2 2 2

1)危亦林, 世醫得效方(1337), 2)王肯堂, 瘍科証治準縄(1673), 3)高志鳳翼, 

骨継療治重宝記(1746), 4)家法難波骨継秘伝(1770), 5)中川修亭, 麻薬考(1796), 
6)華岡青洲, 青嚢秘録, 7)本間玄調, 秘授麻薬(1857), 8)今村了庵, 医事啓源(1862)

표 3. 마불산 관련 처방(*: 열매, 줄기, 잎; †: 흰진달래)43)

하나오카는 전통적 처방을 개량한 하나이와 오니시의 처방을 다시 
간략하게 하고 특히 흰독말풀을 증강함으로써 마불산을 완성(“華岡

麻沸湯”)한 것이다. 물론 전신마취제로서의 마불산은 하나오카의 독
43)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

部, 2008,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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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한방의학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통은 제자 혼마 겐초(本間玄調)와 이마
무라 료안(今村了庵, 1814∼1890)이 하나오카의 처방을 다시 개량함
으로써 이어진다.

그림 3. 마불산의 처방을 개량한 이마무라 료안의 
의사계원医事啓源(1862)

4. 마불산의 현대적 분석

마불산의 재료 가운데 전신마취에 관해 가장 강력한 약리작용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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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것은 흰독말풀이다. 하나오카가 마불산에 이용한 흰독말풀의 
꽃 부분에는 약 0.43%의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함량이 가장 큰 스코폴라민(scopolamine)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소량으로는 건망, 피로감, 권태감, 비렘수면(non-REM sleep)을 불러
오고, 중간 정도의 양으로는 불안, 흥분, 환각, 잠꼬대 등을 일으키
며, 대량으로는 의식을 소실시킨다.44) 따라서 하나오카가 흰독말풀
의 함량을 높인 것이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전신마취를 실현시키는 
데 주효했던 것이다. 초오두(草烏頭)에는 강한 진통효과를 갖고 서맥
(bradycardia) 작용을 하는 아코니틴(aconitine)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것이 흰독말풀이 일으키는 빈맥(tachycardia)에 대해 길항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스코폴라민과 아코니틴의 이점이 보강되는 효과를 낳는
다.45) 그밖에도 백지, 당귀, 천궁, 천남성이 가벼운 진정작용을 일으
키는데, 마불산의 주요 성분과 그 약리작용 및 임상응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4) Ibid., p. 113.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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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명 주요 성분 약리작용 임상응용
흰독말풀 Datura alba Nees 알칼로이드 중추신경 억제 전신마취

　 (Datura metel L)    꽃: 0.43% 산동(mydriasis) 지통, 천식, 기침,

　 　    뿌리: 0.35% 샘분비 억제 경련
　 　    잎: 0.22~0.55% 말초순환 개선 　

　 　    씨: 0.17~0.45% 　 　

　 　 scopolamine 　 　

　 　 hyoscyamine 　 　

　 　 norhyoscyamine 　 　

　 　 atropine 　 　

초오두 Aconitum chinense aconitine 서맥(bradycardia) 동통, 종창(swelling),

(草烏頭) Sieb. et Zucc. hypaconitine 혈압 하강 옹저(癰疽)

　 　 mesaconitine 진통 　

　 　 talatisamine 국소마취 　

　 　 소염 　

백지 Angelia dahurica byakangelicin 항균 동통, 치통, 옹저,

(白芷) Benth. et Hook. byakangelicol 미주신경 자극 창양(瘡瘍), 구토
　 　 oxypeucedanin 　 　

당귀 Angelia acutilobum ligustilide 자궁운동 정상화 월경불순, 복통,

(當歸) Sieb. et Zucc. butylidenephthalide 소염진통 타박상, 화농, 지통, 

　 　 cnidilide 중추신경 억제 출혈
천궁 Cnidium officinale cnidium lactone 진정 두통, 동통, 창상,

(川芎) Makino 혈압 하강 출혈, 산후통, 화농,

　 　 　 평활근 자극 또는 억제 옹저
천남성 Arisaema japonicum triterpenoid saponin 항경련 간질, 경련, 파상풍,

(天南星) Blume 진정, 지통 타박골절, 종창
　 　 　 거담 　

표 4. 마불산의 주요 성분 및 작용46)

  히로사키(弘前)대학의 마쓰키(松木明知)는 직접 마불산을 조제하여 
1985년부터 토끼, 마우스, 래트, 개를 대상으로 투여실험을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47) 하지만 1987년 8월 29일, 동 대학 의학부 마취
과학교실에 소속된 한 여성이 자원하여 인체실험을 한 결과는 성공

46) Ibid., p. 112.
47) 松木明知, 麻酔科学のルーツ, 克誠堂出版, 2005,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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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다. 복용한 뒤 약 4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 8시간 정도 지속
되었는데, 마취 중 빈맥의 경향이 있었지만 부정맥은 아니었고 혈압
도 안정되어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구토 등의 증세 없
이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1주일가량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다고 한
다.48)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문제시될 수 있겠지만, 이로써 마불산의 
효능이 입증된 것은 분명하다.

제3절 하나오카 이전의 마취 기록

하나오카 이전에도 마취술에 관한 기록이 존재했다. 삼국지위지화
타전(三國志魏志華陀傳)과 후한서(後漢書)에는 중국 후한 말기의 
화타(華佗)가 마불산(麻沸散)이라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전신마취 수
술을 했다는 일화가 나오는데, 그 처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
지 않다. 하나오카가 이를 의식하여 자신의 마취제에 동일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이지만, 화타의 마취술은 설화에 가깝다.

  다카미네(高嶺)가에 전해오는 위성가보(魏姓家譜)에 따르면 류큐
(琉球)의 다카미네 도쿠메이(高嶺徳明, 1653∼1738)는 청(淸)에 건너
가 의사 황회우(黄会友)에게 보순술(補唇術)을 배워온 뒤 1689년 류
큐 쇼에키(尚益)왕의 결순을 치료했지만, 그들의 전신마취에 대한 상
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49) 당시 시마즈번(島津藩)은 슈리(首里)

에 봉행소(奉行所)를 설치하여 류큐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카미네
의 수술 소식을 들은 봉행 무라오 겐자에몬(村尾源左衛門)이 봉행소 
소속 의사 이사시키 도코(伊佐敷道興, 1661∼1730)로 하여금 마취술
을 전수받도록 했다.50) 이것이 일본 본토에 전달된 최초의 마취술일 
48) Ibid., p. 106.
49) 松木明知, ｢本邦に全身麻酔を伝えた高嶺徳明の事蹟｣, 日本医史学雑誌 30-2 

(1984), pp.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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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실제로 실시된 기록이나 보급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하나오카의 마취술이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공인된 사
실에는 변함이 없다.

50) 松木明知, ｢本土に 初に麻酔を伝えた島津藩医伊佐敷道興について｣, 日本医史学

雑誌 24-3 (1977), pp. 24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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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나오카 마취술의 보급

제1절 슌린켄과 고스이도

마취술의 성공 이후 하나오카의 주거이자 학숙(學塾) 겸 진료소인 
기이 히라야마(平山)의 슌린켄(春林軒)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환자
와 문인들로 북적였다.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세이슈는 1816년 그 
분숙 격으로 오사카에 고스이도(合水堂)51)를 열어 친동생 로쿠조(鹿

城, 1779∼1827)에게 맡겼다. 구레 슈조가 활자화하여 복각한 ｢하나
오카 세이슈 선생 슌린켄 문인록(華岡青洲先生春林軒門人録)｣에 따
르면, 슌린켄과 고스이도의 문인 수는 1860년까지 1,883명52), 1864년 
이후 305명으로 총 2,188명에 달하며, 하나오카 생전 약 1천명, 사후 
약 1천명이 된다.53) 1860년까지의 문인 1,883명을 출신지별(국별)로 
정리하면 표 5 및 그림 4와 같다.

51) 보통 “고스이도(ごうすいどう)”라 불리지만 하나오카 로쿠조의 자손들에 따라 
“갓스이도(がっすいどう)”라 불리기도 한다.

52) 구레 자신은 1,887명이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세어보면 1,883명이다.
53)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外科, 思文閣, 1971, pp. 44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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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7도
(五畿七道) 국명(율령국) 문인 수

기나이
(畿内)

야마시로(山城, 현 교토부 남부) 37

야마토(大和, 현 나라현) 30

가와치(河内, 현 오사카부 동부) 23

이즈미(和泉, 현 오사카부 남서부) 16

셋쓰(摂津, 현 오사카부 북중부 절반, 효고현 남동부) 62

도카이도
(東海道)

이가(伊賀, 현 미에현 서부) 15

이세(伊勢, 현 미에현 북중부, 아이치현 일부, 기후현 일부) 35

시마(志摩, 현 미에현 동부) 4

오와리(尾張, 현 아이치현 서부) 29

미카와(三河, 현 아이치현 동부) 20

도토미(遠江, 현 시즈오카현 서부) 23

스루가(駿河, 현 시즈오카현 중부 및 북동부) 10

이즈(伊豆, 현 시즈오카현 일부, 도쿄도 일부) 3

가이(甲斐, 현 야마나시현) 7

사가미(相模, 현 가나가와현 대부분) 1

무사시(武蔵, 현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일부) 25

아와(安房, 현 지바현 남부) 1

가즈사(上総, 현 지바현 중부) 6

시모사(下総, 현 지바현 북부, 이바라키현 남서부) 10

히타치(常陸, 현 이바라키현 대부분) 34

도산도
(東山道)

오미(近江, 현 시가현) 30

미노(美濃, 현 기후현 남부) 44

히다(飛騨, 현 기후현 북부) 8

시나노(信濃, 현 나가노현, 기후현 일부) 27

고즈케(上野, 현 군마현) 7

시모쓰케(下野, 현 도치기현) 6

무쓰(陸奥, 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아키타현 북동부) 67

데와(出羽, 현 야마가타현, 아키타현 대부분) 30

호쿠리쿠도
(北陸道)

와카사(若狭, 현 후쿠이현 남부) 10

에치젠(越前, 현 후쿠이현 북부) 22

가가(加賀, 현 이시카와현 남부) 55

노토(能登, 현 이시카와현 북부) 5

엣추(越中, 현 도야마현) 28

에치고(越後, 현 니가타현 대부분) 12

사도(佐渡, 현 니가타현 사도시마) 6

산인도
(山陰道)

단바(丹波, 현 교토부 중부, 효고현 북동부, 오사카부 북부) 24

단고(丹後, 현 교토부 북부) 12

다지마(但馬, 현 효고현 북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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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바(因幡, 현 돗토리현 동부) 22

호키(伯耆, 현 돗토리현 중부 및 서부) 41

이즈모(出雲, 현 시마네현 동부) 34

이와미(石見, 현 시마네현 서부) 23

오키(隠岐, 현 시마네현 오키제도) 3

산요도
(山陽道)

하리마(播磨, 현 효고현 남서부) 89

미마사카(美作, 현 오카야마현 동북부) 28

비젠(備前, 현 오카야마현 동남부, 가가와현 일부, 효고현 일부) 50

빗추(備中, 현 오카야마현 서부) 63

빈고(備後, 현 히로시마현 동부 절반) 12

아키(安芸, 현 히로시마현 서부) 18

스오(周防, 현 야마구치현 동남부 절반) 30

나가토(長門, 현 야마구치현 서부 절반) 21

난카이도
(南海道)

기이(紀伊, 현 와카야마현, 미에현 남부) 115

아와지(淡路, 현 효고현 일부) 23

아와(阿波, 현 도쿠시마현) 52

사누키(讃岐, 현 가가와현) 50

이요(伊予, 현 에히메현) 80

도사(土佐, 현 고치현) 87

세이카이도
(西海道)

지쿠젠(筑前, 현 후쿠오카현 서부) 60

지쿠고(筑後, 현 후쿠오카현 남부) 24

부젠(豊前, 현 후쿠오카현 동부, 오이타현 북부) 18

분고(豊後, 현 오이타현 대부분) 37

히젠(肥前, 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대부분) 72

히고(肥後, 현 구마모토현) 13

휴가(日向, 현 미야자키현) 5

오스미(大隅, 현 가고시마현 동부 및 아마미군도) 1

사쓰마(薩摩, 현 가고시마현 서부) 10

이키(壱岐, 현 나가사키현 이키노시마) 0

쓰시마(対馬, 현 나가사키현 쓰시마지마) 1

총계 1,883

표 5. 하나오카 문인(1860년까지)의 출신지별(국별) 분포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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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나오카 문인(1860년까지)의 출신지별(국별) 분포 및 수

문인들은 총 68개국 중 작은 섬나라 이키(壱岐)를 제외한 67개국, 말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다. 이는 하나오카의 의술이 전
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54)

54) 하나오카는 미숙한 마취술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마불산의 
처방법을 모든 문인들에게 전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문인의 분포 지역이 곧 
마취술이 보급된 지역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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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마타와 혼마

문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가마타 겐타이(鎌田玄台, 1794∼
1854)와 혼마 겐초(本間玄調, 소켄(棗軒), 1804∼1872)를 꼽을 수 있
다. 이요(伊予, 현 에히메현) 출신의 가마타는 18세인 1812년부터 약 
5년간 슌린켄에서 배웠고, 유일하게 하나오카에게 게이슈(桂洲)라는 
호를 받았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마불산 마취를 통한 외
과수술을 실시하면서 65건의 이상증례를 문인 마쓰오카 하지메(松岡

肇)를 통해 기록한 외과기폐도보(外科起廃図譜)(1840)는 전신마취 
하의 수술임을 알 수 있는 그림도 묘사되어 있어 세계 최초의 임상
마취도감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마쓰오카가 필기한 외과기폐
(外科起廃)(1847)에는 하나오카류 전신마취의 방법을 정리한 ｢마불
탕론(麻沸湯論)｣이 수록되어 있어 마취술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었
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마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되는 환자를 판단
하는 방법과 마취가 듣고 있는 상태를 분별하는 진찰법, 마불산의 
투여방법, 투여량, 수술 전후의 관리법, 주의점 등이 나와 있으며, 

이에 따르면 보통 마취효과가 나타나는 데 1∼2시간, 깨어나는 데 8

∼10시간 정도 걸린다.55)

  하라 난요(原南陽, 1753∼1820)에게 한방의학을, 스기타 겐파쿠의 
아들 류케이(立卿, 1787∼1846)에게 난방의학을 배운 미토(水戸, 현 
이바라키현) 출신의 혼마는 1827년에 슌린켄에 입문하여 약 2개월 
간 머물면서 마불산을 이용한 마취술을 전수받았다. 이후 지볼트
(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1796∼1866)에게 종두술을 배우
기 위해 나가사키로 떠나는데, 장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지볼트라는 
난방의는 가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말하지만, 하나오카 선생보다 
뛰어난 인물은 아니”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오카의 의술을 높게 평가

55) 鎌田玄台, 外科起廃,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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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56) 실제로 하나오카의 문인 오모리 다이스케(大森泰輔, 1771∼
1857)가 고지마 겐사이(小嶋玄斎)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지볼트 자
신이 하나오카류의 유암수술을 배워 집도했으나 실패하여 환자가 
죽었다고 하니 당시 하나오카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57) 혼마는 양과비록(瘍科秘録)(1837)에 비전이었던 하나오카
류 외과술을 공개했고, 하나오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결찰술을 체
득하여 혈관종(1855), 탈저(1857), 방광결석(1858)의 수술을 실시했으
며58), 일본 최초의 대퇴골 절단수술에 성공했다. 또한 하나오카의 
마불산 처방을 개량하여 1857년 문인에게 비법으로 전수했다(비수
마약(秘授麻薬)).59) 가마타와 더불어 하나오카류 외과술 및 마취술
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며 화란절충파의 대성자로서 평가받는다.

제3절 그 외의 문인들에 의한 계승

하나오카의 마취술은 가마타와 혼마 외에도 많은 제자들에 의해 계
승되었다. 1806년에 입문한 가가(加賀, 현 이시카와현) 출신의 미야
카와 준타쓰(宮川順達)는 1812년 이전 에도에서 마불산 마취 하의 
유암수술에 적어도 2례 성공했고60), 1814년에 입문한 비젠(備前, 현 
오카야마현)의 난바 호세쓰(難波抱節)는 이듬해 귀향하여 마불산을 
이용한 유암수술에 힘썼으며 그의 문인 이쿠타 아타카(生田安宅)도 
실견했다고 한다.61) 1815년 하나오카에 입문한 사가(佐賀)의 이노우

56) 青木歳幸, 江戸時代の医学: 名医たちの三〇〇年, 吉川弘文館, 2012, p. 204.
57) 梶谷光弘, ｢大森文庫の価値について: 華岡流医術の真髄とその地方伝播の実態を解

明する鍵｣, 島根大学附属図書館報 17 (2005), p. 26.
58) 松木明知, 麻酔科学のルーツ, 克誠堂出版, 2005, pp. 56-57.
59)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

部, 2008, pp. 101-106.
60) 松木明知, 華岡青洲と｢乳巖治験録｣, 岩波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2004, pp.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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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안(井上友庵)은 1824년에 유학자 구사바 하이센(草場珮川, 1787

∼1867)의 조카 가슈쿠(姱叔)의 혹(瘤)을 마불산 마취를 이용하여 적
출했고62), 1817년에 입문한 다지마(但馬, 현 효고현) 출신 스기타치 
이세이(杉立以成)는 1827년에 유암수술, 1832년에는 유선종양 수술을 
실시했다.63) 가사마(笠間, 현 이바라키현) 출신의 겟케 요토쿠(結解

庸徳)는 1830년에 전신마취 하 비중식육(鼻中息肉) 절제수술을64), 

1833년 입문한 쓰치우라(土浦, 현 이바라키현) 출신 쓰지 겐준(辻元

順)은 1838년 여러 례의 육류(肉瘤) 절제수술을 했다.65) 마찬가지로 
1833년 입문한 분고(豊後, 현 오이타현) 출신의 오다 준테이(小田順

亭)는 마불산을 이용하여 호아시 반리(帆足万里, 1778∼1852)의 부인
의 유암수술을 했다.66) 에도막부 말기의 지사, 사상가로 주로 알려
져 있는 에치젠(越前, 현 후쿠이현) 출신의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

内, 1834∼1859)는 1849년 오가타 고안(緒方洪庵, 1810∼1863)의 데
키주쿠(適塾)에 입문한 뒤 허가를 얻어 1851년에 하나오카에 입문, 

1854년에 요시다 도코(吉田東篁, 1808∼1875) 모친의 유암수술을 했
다.67)

  이즈모(出雲, 현 시마네현)에서는 지볼트와 하나오카의 문인인 니
시야마 스나호(西山砂保)가 1830년대에 유암수술을 했다.68) 오모리 

61) 森紀久男, 放送原稿抱節難波立愿先生: 名医難波抱節先生, 難波二郎, 1941.
62) 青木歳幸, ｢文政7年(1824)佐賀における麻酔手術─華岡門人 井上友庵の事例─｣, 日

本医史学雑誌 55-2 (2009), p. 149.
63) 蒲原宏, ｢華岡青洲と門人杉立以成｣, 日本医史学雑誌 15-3 (1969), pp. 135-142.
64) 松木明知, ｢笠間藩医結解庸徳による全身麻酔下の上顎腫瘍摘出術｣, 日本医史学雑

誌 54-2 (2008b), p. 104.
65) 瀧澤利行,　 ｢近世地方藩医における文化活動と医師の教養形成: 土浦藩医辻元順を

例として｣, 日本医史学雑誌 51-1 (2005) pp. 83-103.
66) 金谷貢 · 金谷桂子, ｢華岡青洲の無名の弟子・小田順亭(魯庵)が華岡流麻酔法を用い

て行った手術の事例｣, 日本医史学雑誌 62-2 (2016), p. 178.
67) 松木明知, ｢華岡青洲の麻酔法の普及について─福井藩橋本左内による手術症例の検

討─｣, 日本医史学雑誌 42-3 (1996), pp. 289-302.
68) 青木歳幸, 江戸時代の医学: 名医たちの三〇〇年, 吉川弘文館, 2012,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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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스케는 63세 고령의 나이로 고스이도에 입문, 이듬해 슌린켄에
서 배우며 남유잡기(南遊雑記)(1834) 등에 하나오카류 외과술 및 
마불산에 관해 상세히 기록했고 1842년에는 가타에우라 기스케(片江

浦亀助)의 부인의 유암수술에 마불산을 투여했으나 “죽고 싶을 정도
로 아픈 상태”에 빠뜨려 마취술의 어려움을 실감했다고 한다.69) 하
지만 그의 데릴사위 오모리 가젠(大森加善)은 1863년에 마불산을 이
용하여 음부육류 절제수술과 유암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하
나오카류 마취술의 위력을 증명했다.70) 미노(美濃, 현 기후현)에서는 
후와 이신(不破為信) 부자(父子) 등이 1826년부터 1871년에 걸쳐서 
100례에 가까운 유암 및 육류 등의 수술을 모두 마불산 마취를 이
용하여 수행했고71), 쓰가루(津軽, 현 아오모리현)에서는 미카미 도류
(三上道隆)가 적어도 1864년 이전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하에 코 절단 및 재접착 수술을 실시했다.72) 사가의 신도 간사쿠(進

藤寛策)는 1897년경까지 하나오카류 마취술을 행하면서 당시 흡입마
취제로 널리 쓰이던 클로로포름보다 합병증이 적다고 기록했다.73) 

서양마취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록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69) 島根大学附属図書館医学分館大森文庫出版編集委員会 編, 華岡流医術の世界: 華

岡青洲とその門人たちの軌跡, ワン・ライン, 2008, pp. 46-113.
70) 梶谷光弘, ｢大森文庫の価値について: 華岡流医術の真髄とその地方伝播の実態を解

明する鍵｣, 島根大学附属図書館報 17 (2005), pp. 13-31.
71) 山内一信 · 不破洋, ｢不破家華岡流手術記録の検討｣, 日本医史学雑誌 42-1 

(1996), pp. 61-76.
72) 松木明知, ｢津軽における 初の全身麻酔─藩医三上道隆の事績─｣, 日本医史学

雑誌 33-2 (1987), pp. 203-217.
73) 松木明知, ｢麻酔科学史研究 近の知見9―華岡青洲の麻酔法はいつまで行われたか｣, 

麻酔 29-8 (1980), pp. 82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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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신지 성명 수술내용
~1812 가가(加賀, 현 이시카와현) 미야카와 준타쓰(宮川順達) 유암
1815~ 비젠(備前, 현 오카야마현) 난바 호세쓰(難波抱節) 유암
1824 사가(佐賀, 현 사가현) 이노우에 유안(井上友庵) 혹

1826∼1871 미노(美濃, 현 기후현) 후와 이신(不破為信) 부자 유암 및 육류
1827 다지마(但馬, 현 효고현) 스기타치 이세이(杉立以成) 유암
1830 가사마(笠間, 현 이바라키현) 겟케 요토쿠(結解庸徳) 비중식육

1830년대 이즈모(出雲, 현 시마네현) 니시야마 스나호(西山砂保) 유암
1833~ 분고(豊後, 현 오이타현) 오다 준테이(小田順亭) 유암
1838 쓰치우라(土浦, 현 이바라키현) 쓰지 겐준(辻元順) 육류
1842 이즈모 오모리 다이스케(大森泰輔) 유암
1854 에치젠(越前, 현 후쿠이현)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유암
1863 이즈모 오모리 가젠(大森加善) 음부육류, 유암

~1864 쓰가루(津軽, 현 아오모리현) 미카미 도류(三上道隆) 코절단 및 접착
~1897 사가 신도 간사쿠(進藤寛策)

표 6. 하나오카 문인들의 마취술 실시 기록

지금까지 발굴된 기록은 문인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지만, 규
슈에서 혼슈 최북단까지 전국에 걸쳐 하나오카류 마취술이 계승 및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와 이신 부자의 100례에 가까운 
수술은 마취술이 지역 의료로서 정착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의 수술은 1868년 4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단절되고, 1871

년의 1례가 마지막 기록이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겠지만, 메이지유신 전후로 하나오카류 마취술이 퇴조하
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제4절 문외 계승

하나오카류 마취술은 문인들 사이에서만 전수된 것은 아니었다. 해
체신서로 유명한 당대 난학의 대가 스기타 겐파쿠는 1812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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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다 30세 정도 아래인 하나오카에게 정중한 편지를 썼다.

(……) 노형의 고명함은 에도에까지 들려오며 참으로 믿음직스럽
습니다. 전에 노형 밑에서 수업한 가가의 미야카와 준타쓰가 에
도에 와서 작년부터 제 문하에 들어와 노형에 관해 상세히 이야
기해주었습니다. (……)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특히 외과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 수술을 
하는 편이 나은 환자도 종종 있습니다만 누구든 백면의 귀공자 
같아서 수술의 고통을 견디는 자는 없습니다. (……) 이제부터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편지로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쇠했
지만 아들들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그들이 질문 있을 때는 
부디 허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74)75)

스기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외과에 관한 한 마취법일 것이
다. 히로사키대학 명예교수 마쓰키 아키토모가 발굴한 스기타 겐파
쿠의 아들 류케이의 요유암기(療乳嵓記)에 따르면, 실제로 이듬해
인 1813년 류케이는 마불산 마취를 이용한 유암수술에 성공했다.76) 

류케이는 하나오카문에 입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미야카
와 준타쓰에게 전수받았을 것이다.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沢, 1757∼

1827)77) 문인 나가사키 고사이(長崎浩斎)의 고사이의화(浩斎医話)
에는 자신도 마취술을 배웠고, 미야카와가 류케이의 수술을 보고 솜
씨가 하나오카와 다르지 않다고 칭찬했으며 이후 3인 더 수술했지

74) 呉秀三, 華岡青洲先生及其外科, 思文閣, 1971, pp. 68-69.
75) 松木明知, 改訂版 華岡青洲と麻沸散: 麻沸散をめぐる謎, 真興交易(株)医書出版

部, 2008, pp. 195-196.
76) 松木明知, 華岡青洲と｢乳巖治験録｣, 岩波出版サービスセンター, 2004, pp. 51-58.
77) 스기타 겐파쿠의 제자로 중정해체신서(重訂解体新書)(1798)를 간행(1826)한 의

학계 중진 오쓰키 역시 하나오카에게 그 업적을 칭송하는 편지를 보냈다(上山英

明, 華岡青洲先生その業績とひととなり, 青洲の里, 2012, pp.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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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발하여 지금은 단념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78) 이후 스기타 가
문에서 하나오카류 마취술이 이어지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79)

78) 津田進三, ｢長崎浩斎著浩斎医話に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34-2 (1988), pp. 
217-231.

79) 스기타 류케이의 아들 세이케이가 제생비고에서 에테르 마취법을 소개한 것
은 그로부터 37년 후인 1850년이므로 류케이가 마불산 마취를 포기한 것은 서
양마취술의 도입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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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나오카류 마취술의 쇠퇴

제1절 하나오카류 마취술에 대한 비판

사토 다이젠(佐藤泰然, 1804∼1872)을 필두로 한 준텐도(順天堂) 측
에서는 하나오카류 마취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토 다이젠은 1835

년부터 3년간의 나가사키 유학 후 에도를 거쳐 사쿠라(佐倉)에 난의
학숙 준텐도를 열고(1843), 네덜란드의 의학서적에서 얻은 지식을 바
탕으로 당시로서는 대담하게 서양의학 특히 외과를 실제로 응용 및 
성공시켜 일본 근대외과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80) 준텐도
는 슌린켄이나 데키주쿠와 같은 기존의 난학숙과는 달리 의학, 오로
지 서양의학만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곳이었다. 마쓰오 고조(松尾耕

三)의 근세명의전(近世名医伝)(1886)에 따르면, 사토는 하나오카류 
외과에 관해 문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본방의 외과술을 보건대 남만류 아니면 화란류로서 모두 
백여 년 전의 설을 따른다. 거칠고 서투르며 천열함은 물론이다. 

요즈음 하나오카류처럼 명성은 떨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소위 
남만류의 일파로서 왕왕 조악함의 폐해가 없지 않다. 나는 학술
의 진리에 비춤으로써 외과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한다.81)

이는 당대 외과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지만, 하나오카류 외
과술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다이
젠의 차남이자 이후 쇼군의 시의와 육군군의총감을 지낸 마쓰모토 

80) 日本医史学会 · 国立歴史民俗博物館 編, 佐倉順天堂―近代医学の発祥地―, 日

本医史学会 · 佐倉市教育委員会, 2012.
81) 松尾耕三, 近世名医伝 下, 島村利助, 1886,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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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松本順, 1832∼1907)은 선인야화(先人夜話)(1902)에서 다이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세상에 외과전문이 없음을 개탄하고 구방 흰독말풀로 마취시키
는 것을 논하며 이르길, 의사로서 환자에게 독약을 투여하여 마
취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환자는 살기를 바라는 자이다. 시
술 중 잠시의 동통을 참지 못한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흰독말
풀 중독으로 죽는 자도 적지 않다. 마땅히 동통을 참고 견디게 
해야 한다며 마취약을 조금도 주지 않았다. 난소수종 2회, 임부
개복술 1회, 그 외 유암, 치루, 사지절단 등 수많은 수술을 했고, 

전국의 수많은 의생들이 고향을 떠나 에도를 거쳐 준텐도에 왔
다.82)

하나오카의 마취제는 독약이므로 써서는 안 되며, 환자도 고통을 참
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서양식 마취제는 존재하지 않았
지만 하나오카류 마취술이 성행하던 상황에서 통증을 오로지 환자
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하지만 한방약을 독약 취급하며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오늘날
의 의사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

  준텐도 문인 세키 간사이(関寛斎, 1830∼1912)의 준텐도외과실험
(順天堂外科実験)에는 1850년을 전후로 실시된 33례의 수술기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모든 수술이 무마취로 진행되었다.83) 

또한 준텐도 문인 미야케 곤사이(三宅艮斎)의 아들로 이후 도쿄대학 
의학부장 및 제국대학 의과대학장을 역임한 미야케 히이즈(三宅秀, 

1848∼1938)도 “하나오카류 외과 등은 학문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
저 대담하게 수술을 했지만, 다이젠은 그 폐습을 일신하기 위해 사
82) 順天堂 編, 順天堂史 上巻, 順天堂, 1980, p. 81.
83) Ibid., pp. 91-106.



34

숙을 일으켜 학문상으로 생도를 양성했다”고 하며 하나오카류 외과
술을 비판했다.84) 수많은 준텐도 문인들이 막부 말기뿐만 아니라 메
이지시기에 들어서도 정부, 군, 대학 등에 종사하며 소위 중앙의학
계에 포진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준텐도에 만연해 있었던 하
나오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일본의학과 관련된 정책과 방침 등
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2절 하나오카류 마취술의 쇠퇴 원인

하나오카의 마취술은 외과에 신기원을 연 획기적인 것이었고 문인
뿐만 아니라 문외의 인물을 통해서도 퍼져나갔지만,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퇴조의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까지 오가와 데이조(小川鼎三)와 후지노 쓰네사부
로(藤野恒三郎)의 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85) 오가
와는 “세이슈의 전신마취가 구미에 앞섰으면서도 그 후에 발전하지 
못한 것은, 그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비전(秘傳)으로서 자손과 고제
에게만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86) 비 주
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분명 마불산의 처방은 비전의 성
격이 강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오카의 마취술은 단순
히 전해지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혼마 겐초와 이마무라 료안 등에 
의해 발전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었으며 문외 반출도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 후지노의 주장은 “세이슈의 외과학이 절묘
했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3천 명에 이르고 일본의학사에 크게 빛났

84) 伊藤三郎, ｢蘭学史の中の佐倉｣, 風媒花 21 (2008), p. 20.
85) 松木明知, ｢華岡流の麻酔法はなぜ幕末に急速に衰退したのか｣, 日本医史学雑誌

52-1 (2006), pp. 40-41.
86) 小川鼎三, 医学の歴史, 中央公論新社, 1964,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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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은 혜성처럼 사라졌다. 세이슈의 기술이 후진에 의해 계
승될 수 없을 정도로 절묘했기 때문에 소멸”했으리라는 것이다.87)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후진에 의해 계승 및 발전되었
고, 간접적으로 전수받은 스기타 류케이도 성공시켰다는 점을 고려
하면 절묘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해 누구보다 깊이 천착해온 마쓰키 아키토모는 
“마불산에 의한 전신마취법이 응용성, 조절성,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
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88) 우에
야마 히데아키(上山英明)도 마불산 마취를 근대적 전신마취와 비교
하며 “조절성이 결여된 전신마취법”이라 평가했다.89) 뒤이어 등장할 
에테르나 클로로포름 마취와 비교했을 때 마취 도입 및 각성에 오
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마불산이 조절성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
이지만, 그 때문에 쇠퇴 및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불산의 처방은 한방의학적 전통을 따르는데,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은 선택을 위한 비교의 대상, 즉 
동등한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의술이나 약제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었다.

제3절 한방의학의 쇠퇴

애초에 ‘한방(漢方)’이라는 말은 메이지 정부가 소멸시켜야 할 대상
으로 지목하며 만들어낸 것이다.90) 정부는 1874년 국가시험에 의한 

87) 藤野恒三郎, 日本近代医学の歩み, 講談社, 1974, p. 177.
88) 松木明知, ｢華岡流の麻酔法はなぜ幕末に急速に衰退したのか｣, 日本医史学雑誌

52-1 (2006), p. 41.
89) 上山英明, 華岡青洲先生その業績とひととなり, 青洲の里, 2012, p. 28.
90) 布施昌一, 医師の歴史 ― その日本的特長, 中央公論社, 1979,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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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업허가제를 골자로 한 ｢의제(醫制)｣ 76조를 도쿄, 교토, 오사
카 3부(府)에 공포하고, 1876년에는 의사개업시험 실시에 관한 내무
성령을 전국에 발포했으며, 의사개업시험을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하
는 물리, 화학, 해부, 생리, 병리, 내·외과, 약제학의 7과목으로 한정
했다.91) ｢의제｣를 고안한 나가요 센사이(長与専斎, 1838∼1902)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국 3만 여의 한법의(漢法醫)는 모두 자신의 가학(家學)을 깊이 
숭신하고, 서양의 것이라면 그저 몹시 싫어하니 완고한 종교 신
도와 같다 …… 3, 40년 후에 이르러서는 한법의도 오늘날처럼 
음양표리의 설을 고집하며 일류를 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약제기술은 일반 의사가 널리 응용하게 되어 세상에 오래 존속
해야 할 것이다.92)

일본이 근대적 국민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에서도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시급했지만, 유
파와 비전을 생명으로 하는 한방의학이 개방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체제에 순순히 편입될 수는 없었다. 그 자체로 소멸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한방의 측에서도 무리하게 6과 또는 7과를 내세
우며 대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투쟁은 치료전선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93) 그러한 가운데 서양의학과 한방의학의 대
결이라는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가 있었다.

정부는 1877년 12월 8일, 각 부현(府県)에 명령하여 각기(脚気)에 

91) 厚生省医務局 編, 医制百年史, ぎょうせい, 1976.
92) 松本順, 長与専斎 著, 小川鼎三, 酒井シヅ 校注, 松本順自伝・長与専斎自伝, 平

凡社, 1980, p. 145, 152.
93) 深川晨堂 輯著, 復刻版 漢洋医学闘争史, 医聖社, 1981, pp. 71-14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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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각 병원의 경험과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통달을 내
렸다. 그 결론이 얻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된 바에는 비교치료
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878년 7월 10일, 도쿄 간다(神

田) 히토쓰바시(一ツ橋)에 각기병원을 개설하고, 시료(施療)로 환
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 서양의학과 한방의학으로 치료한 뒤 그 
성적을 비교하게 되었다. 서양의 측은 사사키 도요(佐々木東洋)

와 고바야시 쓰네(小林恒, 둘 다 도쿄대학 관계자), 한방의 측은 
이마무라 료안(今村了庵, 구 대학 관계자)과 도다 초안(遠田澄庵, 

각기 전문 개업의)이 그 임무를 맡았다. 이 사건은 당시 빅뉴스
로 속되게 한양(漢洋)의학 각기스모라 불리며 반즈케(番付)나 니
시키에(錦絵)의 테마가 될 정도였다. 각기의 비교치료는 오랜 경
험을 자랑하는 한방 측의 승리였다. 그러나 치료법을 공개할 단
계가 되어 도다 초안은 비방이라는 이유로 공표를 거절했다. 유
파와 비전의 베일 속에 정체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한 한방의의 
결점은 여기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실적으로는 뛰어
났지만 협량한 사상이 도리어 화가 되어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결
과를 초래했다. 각기병원은 당분간 존속했지만 그 의의를 잃었
기 때문에 1882년 6월에 폐지되었고, 각기의 의학적 연구는 한
방과 분리하여 도쿄대학 의학부가 행하게 되어 새로 하라다 유
타카(原田豊)를 주임으로 하고 혼고(本郷)의 도쿄대학의학부의원
에 각기병실을 신설했다.94)

당시 각기병은 황실이나 상류층에서는 물론 민간에게도 널리 퍼져 
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질병이었지만, 한방의들은 뛰어난 의술을 갖
추고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대의 노력으로 
얻은 비방을 선뜻 내놓을 수 없었겠지만, 그것이 용인되는 시대는 
94) 東京大学医学部創立百年記念会, 東京大学医学部百年史編集委員会 編, 東京大

学医学部百年史, 東京大学医学部創立百年記念会, 1967,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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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것이었다.

  하나오카류의 마취술도 한방의학의 쇠퇴와 궤를 같이 한다. 하나
오카는 서양식의 수술도구와 기법을 채용했지만 단지 도구였을 뿐, 

의술에 대한 기본 사상은 한방이었다. 그 역시 유파를 형성했고, 문
외 계승을 통해 약간의 예외는 두었지만 마불산의 처방 또한 비전
이었다. 사토 다이젠이 베일에 싸인 마불산을 ‘독약’ 취급한 것도 이
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도 간사쿠는 오히려 
마불산이 클로로포름보다 합병증이 적어 뛰어나다고 보고하기도 했
지만, 마취제 간의 효능을 비교하기 이전에, 개방성과 공공성을 지
향하는 시대의 풍토에서 한방약인 마불산이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각기스모”의 한방 대표 이마무라 료안은 하나오카의 문인
이기도 했다. 1883년에 스모 반즈케(순위 기록표)를 본떠 등장한 ｢한
양의(漢洋醫) 대조(對照) 반즈케｣에 한방의로서 큼지막하게 등장하는 
이마무라의 이름이 당시 하나오카류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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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양의 대조 반즈케｣(1883)95)

95) 深川晨堂 輯著, 復刻版 漢洋医学闘争史, 医聖社, 1981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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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양마취술의 소개 및 도입
제1절 서양마취술의 탄생

한편 서양에서는 하나오카의 전신마취 성공 이후 40여년이 지나서
야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을 이용한 흡입전신마취법이 탄생한다. 1846

년 9월, 미국의 치과의사 모튼은 발치술에 에테르 마취를 응용했고, 

이어서 10월 16일에는 하버드대학의 외과의사 워런과 함께 매사추
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에테르 공개실험에 
성공했다. 환자 애벗(Edward Gilbert Abbott)을 마취시키고 왼쪽 목의 
종양을 절제한 것이다. 외과의사 비글로(Henry Jacob Bigelow)가 그 
결과를 11월 18일자 보스턴내과외과잡지(Boston Medical and 

Surgical Journal)에 발표하면서96) 의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반
향을 일으켰고, 에테르 마취는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같은 
해 홈즈(Oliver Wendell Homes, 1809∼1894)가 모튼의 업적에 붙인 
‘anaesthesia’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쓰이게 되었다.97) 그에 앞서 1842

년 1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의학생 클라크(William Edward Clarke)

가 에테르를 이용하여 발치했고, 3월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롱
(Crawford Williamson Long) 역시 에테르를 이용하여 환자 버너블
(James Venable)의 경부종양을 절제했지만, 즉시 보고되지 않았기 때
문에 그들의 업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롱의 에테르 마취는 모
튼의 공개실험 이후 3년이 지난 1849년 12월에야 정식으로 발표되
었다.98)

96) Bigelow, Henry Jacob, “Insensibility during surgical operations produced by 
inhalation”, Boston Medical and Surgical Journal 35 (1846), pp. 309-317.

97) Small, Miriam Rossiter, Oliver Wendell Homes, Twayne’s United States authors 
series, 29, Twayne Publishers, 1962, p. 55.

98) Long, Crawford Williamson, “An account of the first use of sulphuric ethe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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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7년 11월 4일에는 영국 에든버러대학의 산부인과교수 심슨이 
스스로 클로로포름을 흡입하여 마취효과를 확인했고99), 이를 임상에 
적용하여 11월 20일 란세트(Lancet)에 발표했다.100) 클로로포름은 
신속한 마취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에테르보다 선호되었고, 존 스
노(John Snow, 1813∼1858)가 1853년과 1857년 빅토리아여왕의 출산 
때 클로로포름 마취를 실시한 사실도 클로로포름 마취의 보급에 공
헌했다. 그런데 1848년 1월 28일 클로로포름 마취에 의해 그리너
(Hannah Greener)가 사망한 이래 클로로포름 마취로 죽은 환자가 속
출했지만, 유럽에서는 속효성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사용을 쉽게 포
기하지 않았다.101)102) 그 후 19세기 말까지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의 
우열이 논란이 되었으나 새로운 마취제의 출현으로 점차 쇠퇴해갔
다.

제2절 일본에의 소개

서양의 마취술이 일본에 소개된 것은 1848년 6월에 데지마(出島) 네
덜란드상관의 의사로 부임한 모니케(Otto Gottlieb Johann Mohnike, 

1814∼1887)가 같은 해 8월경 나라바야시 소켄(楢林宗建, 1802∼

1852)에게 클로로포름의 마취작용을 전한 것이 효시다.103)104) 이를 

inhalation as an anæsthetic in surgical operations”, Southern Medical and Surgical 
Journal, 5 (1849) pp. 705-713.

99) Cranefield, Paul F., “J. Y. Simpson's early articles on chloroform”,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2-9 (1986), pp. 903-909.

100) Simpson, James Young, “On a new anæsthetic agent, more efficient than sulphuric 
ether”, Lancet, 50 (1847), pp. 549-550.

101) 松木明知, ｢世界 初のクロロフォルム麻酔死に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29-4 
(1983), pp. 392-403.

102) Sykes, William Stanley, Essays on the first hundred years of anaesthesia, 
Livingstone, 1960.



42

기록한 나라바야시의 모니케대담록(磨尼缺對談録)에는 클로로포름
의 제조법을 비롯하여 스트리크닌과 모르핀의 사용법까지 소개되어 
있다.105) 에테르 마취 발견 후 2년, 클로로포름 마취 발견 후 1년밖
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모니케는 이전 근무지인 바타비아(자카르
타)에서 에테르 마취의 실패를 지켜보고 쓸모가 없다고 여겨 클로로
포름 마취만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106) 하지만 실제 클로로포름은 
1857년이 되어서야 네덜란드 해군군의 폼페(Johannes Lijdius 

Catharinus Pompe van Meerdervoort, 1829∼1908)가 들여오게 된다.

  에테르 마취는 1850년에 스기타 겐파쿠의 손자 세이케이(成卿, 

1817∼1859)가 슐레징거(Joseph Schlesinger)의 독일어 저서 황산에테
르 흡입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Die Einathmung des 

Schwefel-Aethers in ihren Wirkungen auf Menschen und Thiere, 1847)의 
네덜란드어 본을 중역한 ｢에테르흡법시설(亜的耳吸法試説)｣을 제생
비고(済生備考)에 수록하며 최초로 소개했다(그림 6). 

103)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新研究,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0, pp. 90-93.
104) 相川忠臣, 出島の医学, 長崎文献社, 2012, pp. 86-87.
105)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新研究,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0, p. 91.
106)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知られざるエピソード 戦前篇, 真興交易(株)医書出

版部, 2016, pp.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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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테르 마취를 소개한 스기타 세이케이의 제생비고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오카류의 마취술은 스기타가에 전해져 류케이
가 마불산 마취를 이용한 수술을 했는데도 그의 아들 세이케이는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류케이가 결국 마불산 마취
를 단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마취(麻

酔)’라는 용어는 여기서 비롯되는데107), 하나오카의 수제자 혼마 겐
초의 내과비록(内科秘録)(1862)의 ｢마비(麻痺)｣편에도 ‘마취’라는 
말이 나온다.108) 혼마 또한 에테르를 비롯한 서양마취법을 언급한 
기록이 없으므로 세이케이의 작업을 알고도 무시했을 가능성을 제

107) ‘마취’라는 말은 오가타 고안이 베를린대학 교수 후펠란트(C. W. Hufeland)의 
내과서 의학편람(Enchiridion medicum)을 일부 중역한 후씨경험유훈(扶氏経験

遺訓)(1857)에 ‘마취약’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나카무라의 연구에 따르면 실
제 번역은 1842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최초로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中村

昭, ｢緒方洪庵扶氏経験遺訓翻訳過程の検討｣, 日本医史学雑誌 35-3 (1989), pp. 
229-260). 또한 스기타 세이케이가 제생비고 출간 1년 전에 후펠란트의 동일한 
책을 중역한 제생삼방(済生三方)(1849)에도 ‘마취’라는 말이 나오지만, 두 경우 
모두 진정이나 진통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松木明知, ｢「麻酔」の語史学的研究―
補遺―｣, 麻酔 39-8 (1990), pp. 1067-1070) 현대적 용법으로서 ‘마취
(anaesthesia)’라는 뜻의 용어는 제생비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8) 本間棗軒, 内科秘録 巻5, 1862, 9-12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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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다.

  1858년 6월 일본과 미국 간에 일미수호통상조약 및 무역장정이 
조인됨에 따라 막부는 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 1860년 1월 18일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일행 77명 가운데는 내과의 미야자키 류
겐(宮崎立元)과 가와사키 도민(川崎道民), 외과의 무라야마 하쿠겐(村

山伯元) 등 3명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두 기본적으로는 한
방의였다.109) 이들은 같은 해 양력 6월 12일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의 제퍼슨의과대학(Jefferson Medical College, 현 Sidney Kimmel 

Medical College)에서 그로스(Samuel David Gross, 1805∼1884)의 방광
결석 수술을 견학하며 에테르 마취의 선구자 모튼의 마취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에테르를 보며 놀라워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에테르 마취를 경험해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110) 하지만 그들이 귀
국 후 에테르 마취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 정보를 전달했다는 기록
은 없다.

  하코다테(箱館)의학소의 창설자 구리모토 조운(栗本鋤雲, 1822∼

1897)은 막부의 외국봉행으로서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1867년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지병인 치질이 악화되어 10월 24일 파
리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111) 귀국 후 구리모토는 당시를 다음과 같
이 회상했다.

외과의술이 정묘한 구라파에서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를 제일로 
여긴다. 독일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프랑스는 실제 겪어보아 그 
절묘함을 알고 있다. (……) 나를 침대 위에 옆으로 눕히고 마약 
“클로호르즈[클로로포름]”를 수건에 적셔 코와 입으로 동시에 들

109) 松木明知, 麻酔科学の源流,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06, pp. 198-204.
110) Jacoby, Jay J., Deparment of Anesthesiology, in Wagner, Frederick B., Jr.(ed.), 

Thomas Jefferson University Tradition and Heritage, Lea & Febiger, 1989, pp. 
626-627.

111) 小野寺龍太, 栗本鋤雲, ミネルヴァ書房, 2010,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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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시게 했다. “클로호르즈”는 일종의 약물로 비마약(嚊麻薬)

[흡입마취약]이라 번역한다. (……) 2분 뒤 점차 절정에 이른다. 

마치 기생을 부른 성대한 연회에서 붕우지기(朋友知己)를 만나 
크게 마시고 크게 취하여 아주 즐겁고 기쁜 자와 같았다. (……) 

오랜 세월의 숙병이 갑자기 완전히 나아 그 후 지금까지 옛일의 
근심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112)

막부신하로서의 충의를 버리지 못하고 신정부에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로로포름 마취를 직접 실시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체
험한 서양마취술은 유쾌하고도 강렬한 것이었다.

제3절 서양마취술의 실시

스기타 세이케이는 5년 후인 1855년에 직접 에테르 마취를 이용하
여 화상으로 인한 손가락 유착 수술과 유암 수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113), 시마 류호(島立甫)가 제조한 불순한 에테르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마취상태에 이르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것 같
다.114) 그 외에 일본인에 의한 에테르 마취 기록은 아직 발견된 것
이 없으며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클로로포름 
마취는 1861년 6월 3일, 이토 겐보쿠(伊東玄朴, 1801∼1871)가 요시
와라(吉原)의 호칸(幇間) 사쿠라가와 젠코(桜川善孝)의 아들 요시지
로(由次郎)의 오른발 탈저수술을 하면서 일본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
때 쓰인 클로로포름은 폼페가 가져온 것이라 여겨진다.115) 1864년에

112) 栗本鋤雲, 匏庵遺稿, 裳華山房, 1900, p. 61.
113) 宗田一, 図説 · 日本医療文化史, 思文閣, 1989, p. 320.
114) 松木明知, ｢杉田成卿は1855年にエーテル麻酔下に2症例の手術を行ったのか｣, 麻

酔 64-7 (2015) pp. 77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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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국공사관 소속 의사 윌리스(William Willis, 1837∼1894)가 수술
의 목적은 아니지만 광견병에 걸린 아이에게 클로로포름으로 증상
을 완화했다는 기록이 있다.116) 1867년 9월에는 미국인 선교의사 헵
번(James Curtis Hepburn, 1815∼1911)이 사와무라 다노스케(澤村田之

助)의 탈저수술을 했는데, 이때 클로로포름 마취를 실시했다는 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117) 따라서 이듬해인 
1868년 1월, 이후 해군군의대감이 되는 요시다 겐조(吉田顕三, 1848

∼1924)가 할복한 나카무라(中村)의 수술에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
한 것이 일본인에 의한 두 번째 사례다.118) 앞서 그는 영국인 선교
의사 홉슨(Benjamin Hobson, 1816∼1873)의 서의약론(西医略論)을 
통해 독학하고 윌리스의 마취를 견학하여 클로로포름 마취법을 배
웠다.119) 미세 모로부치(三瀬諸淵, 1839∼1877)는 당시의 클로로포름 
마취의 용법을 그림과 함께 기술한 ｢요시오 씨 구전 클로로포름용
법(吉雄氏口伝 ホロールホルム用法)｣을 남겼는데, 1867년 나가사키에
서 요시오 게이사이(吉雄圭斎, 1822∼1894)를 만나 기록한 것으로 추
정된다.120) 그것에 따르면, 후지(厚紙), 박판(薄板), 금건(金巾)의 삼중
구조 마스크에 클로로포름 5분(分) 즉 약 1.27 리리터를 투입했으
며, 환자에게 맥이 극미해질 때까지 흡입시켰다고 한다(그림 7).121) 

클로로포름은 미세의 숙부인 니노미야 게이사쿠(二宮敬作, 1804∼

1862)가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알코올을 배합하여 제조했다고 알려

115) 伊東栄, 伊東玄朴伝, 玄文社, 1916, pp. 77-78.
116) ウィリアム・ウィリス 著, 大山瑞代 訳, 幕末維新を駈け抜けた英国人医師 ― 甦るウィ

リアム・ウィリス文書 ―, 創泉堂, 2003, p. 218.
117)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知られざるエピソード 戦前篇, 真興交易(株)医書出

版部, 2016, pp. 185-194.
118) 松木明知, ｢広島藩の吉田顕三と幕末のクロロフォルム麻酔｣, 麻酔 65-2 (2016), 

pp. 207-212.
119) Ibid.
120) 宮崎正夫, ｢クロロホルム麻酔について｣, 薬史学雑誌 32-1 (1997), pp. 33-37.
121)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新研究,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0,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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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이 방법은 단바(丹波, 현 효고현)의 오노다 조안(小野田篠庵)에
게도 전해져 1860년대에 클로로포름 정보가 지방의 의사들에까지 
침투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122)

그림 7. ｢요시오 씨 구전(앞)｣(오쓰시립박물관 소장)123)

제4절 서양마취술의 보급

1. 외과 관련 번역서

서양마취술의 정보는 외과 관련 번역서에서도 상세히 다뤄졌다. 준
텐도 제2대 당주이자 이후 대학동교 초대 교장을 맡는 사토 다카나
카(佐藤尚中, 1827∼1882)는 독일인 외과의사 스트로마이어(Georg 

Friedrich Louis Stromeyer, 1804∼1876)의 외과편람(Handbuch der 

122) 宮崎正夫, ｢クロロホルム麻酔について｣, 薬史学雑誌 32-1 (1997), pp. 33-37.
123)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新研究,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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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rurgie, 제1권 1844, 제2권 1864) 네덜란드어판을 중역하여 외과
의법(外科医法)(1865)을 냈다. 해부병리학을 기반으로 한 외과서로, 

육군성 의무국장 출신의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悳, 1845∼1941)가 
독일의학 채용 직전의 상황을 회상하며 “당시 가장 잘 알려진 외과
서”라고 평가했듯이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널리 읽혔
다.124) ｢마방(麻方)｣편에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의 전신마취법이 소개
되어 있고125), 특히 ‘마취’라는 표현이 나와 그 용어의 보급에 기여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126) 이후 육군군의학교장을 역임하게 되는 
다시로 모토노리(田代基徳, 1839∼1898)는 미국인 외과의사 그로스
(Samuel David Gross, 1805∼1884)의 수술체계(A system of surgery; 

pathological, diagnostic, therapeutic and operative, 1866)를 번역해 절
단요법(切断要法)(1868)을 출간했다. ｢마약편(麻薬編)｣에 클로로포름 
마취를 용법, 용량, 연령, 효용(흥분기, 마취기), 구성법(救醒法) 항목
으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하면서 다시로 자신의 어깨관절 탈구수술 
경험도 언급하고 있다.127) 이 또한 메이지 초기에 널리 읽혔다.

2. 보신전쟁 ― 윌리스의 활약

1868년 발발한 보신(戊辰)전쟁은 클로로포름 마취의 확산을 더욱 촉
발시켰다.128) 도사번(土佐藩, 현 고치현)병원의 책임자로 신정부군에 
가담한 히로타 치카아쓰(弘田親厚)는 미부성(壬生城, 현 도치기현) 

내에서 클로로포름 마취 하의 수술을 담당했다. 윤4월 14일에 깃카

124) 石黒忠悳, 懐旧九十年, 岩波書店, 1983, p. 174.
125) 佐藤尚中, 外科医法 巻15, 英蘭堂島村利助, 1865, 22-34丁.
126) 松木明知, ｢「麻酔」の語史学的研究―補遺―｣, 麻酔 39-8 (1990), pp. 1067-1070.
127) 田代基徳, 切断要法, 山城屋佐兵衛, 1868, 1-11丁.
128) 군진의학은 어느 시대에서든 의학 및 의료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황

상익, ｢전쟁으로 인한 의학 발전, 그 아이러니｣, 역사비평 91 (2010) pp. 
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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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이스케(吉川秦助)의 총상 입은 상완을 절단하고, 에도에 돌아온 
후 5월 3일에는 오다 조사부로(織田長三郎)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129)130) 히로타는 오사카의 고스이도에서 배운 하나오카 문인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마불산을 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전쟁
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이는 윌리스였다. 그는 클로로포름 마취
의 선구자 심슨 교수가 재직하는 에든버러대학을 1859년 졸업하고 
1861년 일본에 오기까지 런던의 미들섹스병원(Middlesex Hospital)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1868년 1월에 시작된 도바(鳥羽) · 후시미(伏見) 

전투를 시작으로 도호쿠(東北)전쟁에 이르기까지 정부군을 따라 클
로로포름 마취 하의 절단수술 등을 시행하며 마취법뿐만 아니라 영
국의학의 우수성을 일본 의사들에게 알렸는데, 다카다(高田, 현 니가
타 현)에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몇몇 절에 400명이 넘는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 약 
200명이 부상자였다. 이전의 경험에서 예상하고 있었듯이 일본
인 의사는 치료할 때 의료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일은 부목을 조달하는 것과 큰 수술을 할 때 조수
로 쓰기 위해 일본인 의사를 교육하는 것 두 가지였다. (……) 

내가 도착하기 전에 수술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부목이 사용된 
적도 없다. 일본인 의사의 외과수술에 관한 무지 때문에 많은 
부상자가 생명을 잃었음에 틀림없다.131)

대부분의 일본인 외과의가 마취는커녕 간단한 수술조차 할 수 없었
던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의술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또한 다카다, 

129) 中西淳朗, ｢日本クロロホルム小史｣, 神奈川県保険医新聞 1381 (1998) 第8面.
130) 中西淳朗, ｢クロロホルム続話｣ 神奈川県保険医新聞 1400 (1998) 第6面.
131) 萩原延壽, 江戸開城, 遠い崖 ― アーネスト・サトウ日記抄 7, 朝日新聞社, 2000,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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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와자키(柏崎, 현 니가타 현), 니가타(新潟), 시바타(新発田, 현 니
가타 현), 아이즈와카마쓰(会津若松, 현 후쿠시마 현)에서의 치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600명의 부상자에 대해 직접 치료를 했고, 그 밖에 약 
1,000명의 부상자에 관해서는 치료의 지도를 했다. 부상자 중 
900인이 천황의 군대, 700명이 아이즈번(会津藩)의 병사였다. 나
는 손가락 절단수술부터 대퇴골관절의 절단까지 크고 작은 여러 
절단수술을 총 38회 실시했다. 그 중 약 절반은 회복했다. 23개
의 총탄을 적출하고 200인의 환자에게서 괴사된 뼈를 제거했
다.132)

그는 신정부군 소속이었지만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에 힘썼
고, 이후 천황의 표창을 받게 된다. 그의 활약은 한방의뿐만 아니라 
“임상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들이 경멸하는 한방의와 마찬
가지로 모든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133) 난방의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클로로포름 마취의 보급뿐만 아니라 일본 군진의
학의 변모를 이룬 것이었다.

  보신전쟁 이후 1869년에는 신정부의 요청으로 도쿄의학교 교수로 
취임하고 대병원의 지도에 힘썼지만, 신정부의 이른바 독일의학 채
용 방침의 여파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 등의 청에 
따라 가고시마(鹿児島)의학교로 옮겨가며 중앙의학계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가고시마에서 1870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그의 치료활동은 
최초 6개월간의 환자 수가 3,206명(외래환자 3,050명, 외진환자 110

명, 입원환자 46명)에 이를 만큼 정력적이었다.134) 또한 이시가미 료

132) ウィリアム・ウィリス 著, 大山瑞代 訳, 幕末維新を駈け抜けた英国人医師 ― 甦るウィ

リアム・ウィリス文書 ―, 創泉堂, 2003, p. 389.
133) 林洋海, 医傑凌雲, 三修社, 2010,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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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石神良策, 1821∼1875), 가가미 미쓰카타(加賀美光賢, 1846∼

1907) 등을 길러내며 향후 해군이 육군과 달리 영국의학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34) 萩原延壽, 帰国, 遠い崖 ― アーネスト・サトウ日記抄 8, 朝日新聞社, 2000,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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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양마취술의 정착
제1절 독일인 교수의 부임

1871년 독일의 육군군의 뮐러(Benjamin Carl Leopold Müller, 1824∼
1893)와 해군군의 호프만(Theodor Eduard Hoffmann, 1837∼1894)이 
동교(대학동교의 개칭)135)에 부임하면서 독일의학의 수용이 본격화
된다. 그들은 동교의 제도를 근본부터 독일식으로 바꾸고136) 각각 
외과와 내과 치료를 맡으며 11권의 동교의원치험록(東校医院治験

録)(1872)을 남겼는데, 그것을 통해 사지절단술과 기관절개술 등을 
클로로포름 전신마취를 이용하여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후
임으로 1874년 도쿄의학교에 임용된 외과의 슐체(Emil August 

Wilhelm Schultze, 1840∼1924)와 내과의 베르니히(Albrecht Ludwig 

Agathon Wernich, 1843∼1896)는 한층 발전된 의술을 선보이며 11권
의 의원잡지(医院雑誌)(1875∼1876)를 남겼다. 외과 영역에서는 리
스터 소독법 하의 난소낭종 치료137), 일본제 소작기(燒灼器)를 이용
한 자궁섬유종 치료138) 등이 눈에 띄며, 국소마취법으로서 압박법, 

전기법, 탄산가스, 시안화수소, 클로로포름, 황산에테르 등을 이용한 
증발법, 전신마취제의 내복 또는 피하주사 등이 그림과 함께 기재되
어 있다.139) 하지만 당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마취법은 클로로포
름 흡입을 통한 전신마취였다.

135) 이후 제1대학구의학교(1872), 도쿄의학교(1874), (구)도쿄대학 의학부(1877), 제
국대학 의과대학(1886),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1897),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1919)를 거쳐 현재의 도쿄대학 의학부(1947)에 이르고 있다.

136) 김옥주 · 미야가와 타쿠야,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
여｣, 의사학 20-2 (2011), pp. 531-534.

137) 東京医学校, 医院雑誌 巻2, 東京医学校, 1875, pp. 1-43.
138) 東京医学校, 医院雑誌 巻8, 東京医学校, 1876, pp. 37-52.
139) 東京医学校, 医院雑誌 巻5, 東京医学校, 1876, pp.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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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토 스스무의 영향

독일의학의 보급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1875년 사토 스스무
(佐藤進, 1845∼1921)의 귀국이다. 그는 준텐도 사토 다카나카의 양
사자로서 준텐도 제3대 당주가 되어 준텐도의원 원장 및 육군군의
총감을 역임하고, 이후 이토 히로부미의 요청으로 대한의원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140)141) 1869년 메이지정부가 발행한 해외도항면장 제
1호를 얻어 독일에 유학하여 1874년 베를린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875년에 귀국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슐체와 마찬가지로 리스터 소
독법 하에 난소낭종 절제수술을 감행하는데, 아치와는 이 2례를 일
본 외과학사의 중요한 전기라 평가한다.142) 유학중 빈(Wien)에서 외
과학의 대가 빌로트(Christian Albert Theodor Billroth, 1829∼1894)를 
사사한 경험과 그의 저서 외과총론(Die allgemeine chirurgische 

Pathologie und Therapie: in fünfzig Vorlesungen, 1863)을 바탕으로143) 

준텐도의원에서 실시한 일련의 강의가 문인들의 필기로 외과통론
(外科通論)(1876) 25권으로서 출간되었다. 그 가운데 마취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수술중 환자의 동통을 감퇴시키려면 이제 클로로포름을 유일한 
마취약으로 한다. 클로로포름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는 
수술 중에 에테르를 마취제로 썼는데, 독일과 프랑스 각국에서 

140) 황상익, 근대 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pp. 705-750.
141) 황상익,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pp. 245-251.
142) 阿知波五郎, 近代日本外科学の成立: わが国外科に及ぼしたヨーロッパ医学の影

響, 日本医史学会, 1967, pp. 173-174.
143) 佐藤進, 外科通論 巻1, 島村利助, 1876, 1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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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작은 짐승에 클로로포름을 시험하고 마취의 효과가 있
음을 증명했지만 이를 공포하지 않았고, 당시 영국 의사 심슨 
씨가 1849년 공개한 이후 그 효과가 에테르를 능가한다는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144)

자신과 빌로트는 에테르를 배제하고 클로로포름만을 전신마취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1877년에는 세이난(西南)전쟁이 발발하여 4월 초
순 오사카육군임시병원 원장에 임명되어 치료에 힘썼는데, 4월 1일 
정식 발족 때부터 원장이었던 이시구로 다다노리가 사토가 외과에 
가장 뛰어나다며 물러난 것이었다.145) 사토는 구강외과와 성형외과 
영역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외과수술을 클로로포름 마취하에 실시했
는데, 처음에는 클로로포름만 썼지만 7월 이후에는 흡입과 각성시의 
고통을 줄이려고 에테르와 1:1로 섞어 사용했다.146) 이곳에서의 임상
실천은 메이지 초기 외과기법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147)

 

제3절 산부인과에서의 마취

클로로포름 전신마취는 외과 영역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제왕절개술은 1852년 4월 25

일 이코다 준도(伊古田純道, 1802∼1886)와 오카베 긴페이(岡部均平, 

1815∼1895)가 무마취로 성공시킨 것이 최초다.148) 전신마취 하의 

144) Ibid., 6-6丁裏.
145) 谷津三雄 · 滝口久, ｢西南の役における軍陣歯科と麻酔に関する内容およびコレラに

関する記録｣, 日本歯科医史学会会誌 16-1 (1989), p. 87.
146) Ibid., p. 88.
147) 月澤美代子, ｢明治初期日本における医療情報の伝達―西南戦争・コレラと皮下注射

法の普及―｣, 日本医史学雑誌 58-4 (2012), pp. 457-470.
148) 石原力, ｢日本における産科学の発達と帝王切開｣, 産婦人科の世界 24巻, 医学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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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은 1879년 12월 25일 요코하마일반병원의 영국인 의사 
휠러(Edwin Wheeler, 1841∼1923)와 미국인 의사 엘드리지(James 

Stuart Eldridge, 1843∼1901)가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하여 26세의 
네덜란드인에게 집도한 것이 최초로, 당시 조수 중 한 사람이었던 
롯카쿠 겐키치(六角謙吉, 1855∼1934)가 1880년 1월 10일에 보고하면
서 알려졌다.149) 1882년 7월에는 지바(千葉)의 마쓰우라 치사토(松浦

千里)가, 1885년에는 후쿠오카(福岡)의 오모리 하루토요(大森治豊)와 
이케다 요이치(池田陽一), 도쿄의 헤이덴(Wilhelmus Hubertus van der 

Heyden), 구마모토(熊本)의 미야하라 가쓰지(宮原勝次) 등이 클로로
포름 전신마취 하의 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150)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만에도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하코다테(函館)의학교 시절의 엘드리지가 
근세의설(近世医説)(1874)에서 분만 때의 통증은 클로로포름 마취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고 역설한 것을 시작으로151), 1880년 고이케가 
보통 분만에 마취를 이용할 것을 주장하고 1884년 시노다는 클로로
포름 마취가 신생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886년에는 
제국대학 내과 교수였던 벨츠(Erwin von Bälz, 1849∼1913)가 얕은 
클로로포름 마취를 통해 진통을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152)

제4절 마취도구의 보급

世界社, 1972.
149) 松木明知, ｢本邦における明治前半の帝王切開術―とくに全身麻酔下の帝王切開術に

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24-4 (1978), pp. 312-323.
150) Ibid.
151) 依児度列智(エルドリッチ), 近世医説 第一号, 開拓使, 1874, 8-8丁裏.
152) 松木明知, ｢日本における草創期の産科麻酔―産科麻酔の推奨者としてのエルウィン・

フォン・ベルツ―｣, 日本医史学雑誌 27-1 (1981), pp.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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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신정부의 독일의학 채용이 결정되고 한방의학에서 서양의학
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독일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
료도구가 의료 현장에 대량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약종
상, 유리병상, 침술업자 등이 급성장하는 의료도구 시장에 주목하면
서 의과기계상(医科器械商)으로 전업하는 사례가 생겨났다.153) 이들
은 의료도구를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작성했
는데, 1877년 도쿄의 이시시로 주베에(石代十兵衛)가 펴낸 의용기계
도보(医用器械図譜)가 그 효시다. 도쿄의 마쓰모토 이치자에몬(松本

市左衛門)과 오사카의 시라이 마쓰노스케(白井松之助) 등도 그 뒤를 
이었는데, 서양마취술의 정착은 이들이 작성한 의료도구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878년 마쓰모토가 펴낸 의료기계도보(医療器

械図譜)의 ｢미몽수후용기(眯朦水齅用器)｣에 등장하는 마취도구는 
그림 8과 같다.

153) ミヒェル・ヴォルフガング, ｢江戸・明治期の貿易・販売資料に見られる西洋式医科器械

に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53-1 (2007), pp. 84-85.



57

그림 8. 의료기계도보(医療器械図譜)(1878)의 마취도구154)

에스마르흐(Esmarch) 마취기(7∼9), 영국식 마취기(10), 융커(Junker) 

마취기(11) 등, 모두 클로로포름 마취에 이용되는 도구들이며, 트렌
델렌부르크(Trendelenburg)의 기관 내 장치(12)도 보인다. 같은 해 영
국에서 발간된 카탈로그(그림 9)와 비교하면, 품목 수는 적지만 손색
없는 마취도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4) 松本市左衛門 編, 医療器械図譜, 松本市左衛門,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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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영국 Krohne & Sesemann 사(社) 카탈로그(1878)의 마취도구 
일부155)

155) Krohne & Sesemann, Catalogue of surgical & orthopædic instruments, Sam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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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시로의 의용기계도보(医用器械図譜) 1880년 판부터는 “스키너
(Skinner)”의 클로로포름 마취 마스크가 등장하는데(그림 10), 그림 8

의 “영국식 마취기”(10)도 스키너의 마스크로 추정된다.

그림 10. 의용기계도보(医用器械図譜)(1880)의 스키너 클로로포름 마취 
마스크156)

마취도구 중 스키너의 마스크가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마취 하 수술을 묘사한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림 11은 
1877년 세이난전쟁 발발 시 오사카육군임시병원 수술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스키너 마스크를 이용한 클로로포름 혹은 클로로포름-

에테르 혼합액의 개방점적 마취하에 하지 절단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2는 1880년경 아이치(愛知)현공립병원에서 실시된 외과

Co., 1878, p. 224.
156) 石代十兵衛 編, 医用器械図譜, 石代十兵衛,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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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시바타 호슈(柴田芳洲, 1840∼1890)가 묘사한 작품으로, 역시 
스키너 마스크를 이용한 클로로포름 마취하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맨 왼쪽에서 마취를 실시하고 있는 인물은 아이치현공립병원
장 겸 의학교교두 로레츠(Albrecht von Roretz, 1846∼1884)로 당시 
30대였으나 자신의 취향에 맞게 노인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 무릎
을 세우고 있는 집도의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다.157)

그림 11. 오사카육군임시병원의 ｢수술장약도(手術場略圖)｣158)

157) http://www.med.nagoya-u.ac.jp/medlib/history/archive/print/1880gekasyujyutu.htm
158) 石黒忠悳, 大阪陸軍臨時病院報告摘要 一, 陸軍文庫, 1878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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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880년경 아이치현공립병원의 외과수술도(나고야대학 의학부 
사료실 소장)159)

위에서 언급한 클로로포름 마취도구들은 1896년 판의 카탈로그에도 
그대로 등장하며, 에테르의 경우 분무장치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도구의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클로로포름 마취가 압도
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마취에 대한 인식의 확산

1. 정부요인의 치료
159) http://www.med.nagoya-u.ac.jp/medlib/history/archive/print/1880gekasyujyut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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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9월 4일, 유신의 십걸로 꼽히며 일본에 근대식 군제를 창설
한 오무라 마스지로(大村益次郎, 1824∼1869)가 자객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는데, 특히 오른쪽 무릎의 상처가 심각했다. 10월 27일
에 이루어진 대퇴부 절단수술은 네덜란드 군의 보드윈(Anthonius 

Franciscus Bauduin, 1820∼1885)이 집도하고 오가타 고안(緒方洪庵, 

1810∼1863)의 차남 고레요시(惟準, 1843∼1909)가 조수를 맡았는데, 

마쓰키에 따르면 이때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
다.160) 이로부터 20년 후인 1889년 2월 11일에는 문부대신 모리 아
리노리(森有礼, 1847∼1889)가 대일본국헌법 발포행사에 참석하기 직
전 국수주의자 니시노 분타로(西野文太郎)에게 찔려 하복부에 자상
을 입었다. 일본적십자병원 초대 원장 및 육군군의총감을 역임한 하
시모토 쓰나쓰네(橋本綱常, 1845∼1909)가 클로로포름 마취로써 수술
을 맡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술이 지연되고 출혈이 심해서 사망하는
데, 이를 두고 당시의 의료행위를 비난하는 기사가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1835∼1901)가 창간한 일반지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익
명으로 투고되면서 소설가이자 군의였던 모리 오가이(森鴎外, 1862

∼1922)가 반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161)162) 같은 해 10월 
18일에는 와세다(早稲田)대학의 창설자이자 내각총리대신을 두 차례 
역임한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가 폭탄을 맞아 오른
쪽 다리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다.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한 
대퇴부 절단수술로 목숨을 건졌는데, 수술주임은 사토 스스무, 클로
로포름 마취는 벨츠가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다.163) 이는 오무라와 

160)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知られざるエピソード 戦前篇, 真興交易(株)医書出

版部, 2016, pp. 206-212.
161) 薩摩I·M, ｢故森文部大臣の病状に就て｣, 時事新報 (1889) 明治22年4月8日 第5

面.
162) 森鴎外, ｢薩摩イー、エムノ心術ヲ怪ム｣, 東京医事新誌 577 (1889), pp. 773-776.
163) 大隈侯八十五年史会 編, 大隈侯八十五年史 2巻, 原書房, 1970,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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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아리노리의 습격을 상기시키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정부요
인의 습격과 치료라는 일련의 이슈는 상세히 보도되며 지방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취를 인식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2. 문학작품에의 반영

마취에 대한 인식은 문학작품에도 반영되기 시작한다. 1895년 문예
구락부(文芸倶楽部)에 발표된 이즈미 교카(泉鏡花, 1873∼1939)의 
단편소설 ｢외과실(外科室)｣이 그 효시로, 9년 전 스쳐지나간 이래 서
로를 마음속으로 흠모해온 기후네(貴船) 백작부인과 의사 다카미네
(高峰)가 환자와 집도의로서 재회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백작부인이 
수술에 앞서 하인과 대화를 나눈다.

“그럼 준비되신 거네요.”

“무얼, 마취제 말인가.”

“네,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잠시이기는 하지만 잠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인은 가만히 생각했지만,

“아니,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164)

수술에 앞서 마취가 필요하다는 것은 백작부인을 비롯해 모두가 알
고 있지만, 부인은 이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강요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말이지, 마음속에 비 이 
있어. 마취제는 잠꼬대를 한다고 하니 그게 무서워서 안 돼요. 

제발, 잠들지 않고 치료할 수 없다면 정말 낫지 않아도 되니까 

164) 泉鏡太郎, 鏡花全集 巻二, 岩波書店, 1942,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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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내버려두세요.”

들은 대로라면 백작부인은 의중의 비 을 비몽사몽간에 남에게 
중얼거릴까 두려워 죽음으로써 이를 지키려는 것이다. 남편 되
는 자가 이를 듣는 심정이 어떻겠는가. 평소 같으면 틀림없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겠지만, 환자를 간호하는 입장에 있는 
자는 어떤 일도 불문에 부쳐야 한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분명
하게 비 이 있어 들려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부인의 마음
을 헤아린다면.

백작은 부드럽게,

“내게도 들려줄 수 없는 것인가? 응? 부인.”

“네,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어요.”

부인은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마취제를 들이마신다고 해서 꼭 잠꼬대를 한다는 법도 없을 텐
데.”

“아뇨, 이만큼 품고 있으면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165)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 앞에서 다카미네를 연모했던 사실을 말해버
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마취제를 
흡입하면 잠꼬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과 백작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외과실｣이 의학소설로서 어느 정도 리얼리즘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66), 마취제의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
용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외과실｣의 마
취제는 클로로포름이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외과실｣에 1년 앞선 
1894년, 유명한 추리작가이자 의사인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165) Ibid., pp. 17-18.
166) 고치 시게오(河内重雄)는 주로 관념소설로서 읽혀온 ｢외과실｣이 의학소설로서

의 리얼리티를 갖추고 있음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河内重雄, ｢泉鏡花 ｢外

科室｣の一面 ― 医学小説としてのリアリティーについて ―｣, 語文研究 108·109 
(2010), pp. 122-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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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1930)이 클로로포름을 쓸 수 없어 수술이 중단된 내용을 그린 
단편소설 ｢첫 번째 수술｣(His First Operation)을 발표했다.167) 일본에
서 클로로포름 마취가 문학의 소재로 등장한 것이 클로로포름 마취
의 발상지인 영국과 비슷한 시기였던 것이다.

  이즈미의 ｢외과실｣ 이후 등장한 것은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

郎, 1886∼1965)의 단편소설 ｢문신(刺青)｣(1910)이다. 에도의 문신사 
세이키치(清吉)가 여성의 등에 문신을 새겨 넣으려는 상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예전에 화란의에게서 받은 마수제(麻睡剤) 

병이 숨겨져 있었다.168)

에도의 난방의에게 받은 병에 든 마취제라면 클로로포름이었을 것
이다. 의사가 아닌 다니자키가 에도시대의 마취 사정을 파악하고 있
었다는 점, 그리고 수술 등 의료가 아닌 다른 ― 여기서는 미용 ― 
목적의 마취제 사용을 그렸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의사 출신의 
모리 오가이는 자신의 단편소설 ｢다카세부네(高瀬舟)｣(1916)와 동시
에 발표한 자작 해설 ｢다카세부네 유래(高瀬舟縁起)｣(1916)에서 다음
과 같이 밝힌다.

여기에 병인이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을 구할 수
단은 전혀 없다. 옆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
떻게 생각할까. 학식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차피 죽어야 하는 것
이라면 저 고통을 오래 방치하지 않고 빨리 죽게 해주고 싶다는 
감정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마취약을 투여해도 좋겠냐는 

167) Doyle, Conan, Round the Red Lamp (D. Appleton and Company, 1894), pp. 9-18.
168) 谷崎潤一郎, ｢刺青｣, 谷崎潤一郎集(一),　日本文学全集21,　集英社, 196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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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 약은 치사량이 아닌 경우에도 투여하
면 죽음을 다소 앞당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방치하여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의 도덕은 괴롭게 놓아두라고 명한다. 

그러나 의학사회에는 이를 옳지 않다고 보는 논의가 있다. 즉 
죽음에 직면하여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편히 죽게 하여 그 고
통을 구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를 안락사[euthanasie]라 
한다. 편하게 죽게 한다는 의미다. 다카세부네의 죄인은 꼭 이와 
동일한 경우에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재미있
다.169)

메이지를 넘긴 다이쇼(大正) 시대의 작품이지만, 안락사 논쟁을 다룬
다는 점에서 생명의료윤리학의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락사의 수단으로 마취제가 제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결국 이즈미에서 모리에 이르기까지 마취제의 역할이 ‘사람 살리는 
약’에서 ‘미용을 위한 약’을 거쳐 ‘사람 죽이는 약’으로 변용되었는
데, 이 작품들이 마취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고 또 반대로 대
중에게 인식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위의 
세 작가는 당대의 인기 작가였다.

제6절 마취 통계

1893년 6월, 영국 학술지 란세트에서는 마취 관련 통계를 발표했
다.170) 그에 따르면 1864년 이전에는 마취제로서 에테르를 거의 사
용하지 않았고, 1864년부터 1892년 사이의 사용횟수는 클로로포름이 
169) 森林太郎, ｢附高瀬舟縁起｣, 鷗外全集 第十六巻, 岩波書店, 1973, p. 237.
170) The Lancet Commission on Anæsthetics, “The Conclusion of the commission”, 

Lancet 141 (1893), pp. 1490-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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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클로로포름 에테르
잉글랜드 22,596 5,402

웨일즈 252 316

스코틀랜드 10,994 222

아일랜드 2,645 60

프랑스 550 0

독일 및 스위스 18,700 0

인도 4,156 0

버마 150 0

중국 800 0

오스트레일리아 359 0

미국 3,049 3,138

기타 442 262

총계 64,693 9,400

에테르의 약 6배, 마취로 인한 사망자수는 클로로포름 596명, 에테
르 45명으로 클로로포름이 에테르의 약 13배이므로 클로로포름의 
위험도가 에테르의 2배 이상이었다. 1881년부터 1891년까지 10년간
의 마취제 사용횟수에 관한 국가별 통계는 표 7 및 그래프 1과 같
다.171)

표 7. 국가별 마취제 사용횟수(1881∼1891)

171)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가별 집계 방식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표 7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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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국가별 마취제 사용비율(1881∼1891)

웨일즈와 미국만이 에테르 사용횟수가 클로로포름 사용횟수보다 많
았고,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에테르를 사용한 국가는 거의 없었
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는 2만 여건에 이르는 마취에 클로로포름만
을 사용했다.

  1890년에는 독일외과학회에서도 외과마취의 통계를 내기로 결정
하고, 베를린의 외과의 구를트(Ernst Julius Gurlt, 1825∼1899)가 1890

년 7월부터 1896년 12월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1년 단위로 발표했
다.172)173)174)175)176)177) 데이터의 대부분은 독일어권 국가, 특히 독일 
172) Gurlt, E., “Zur Narkotisirungs-Statistik”, Archiv für klinische Chirurgie 42 (1891), 

pp. 282-301.
173) Gurlt, E., “Zur Narkotisirungs-Statistik”, Archiv für klinische Chirurgie 45 (1893), 

pp. 55-113.
174) Gurlt, E., “Zur Narkotisirungs-Statistik”, Archiv für klinische Chirurgie 46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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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클로로포름 에테르 클+에* 클+에+알† 브로모에탄 펜탈 기타 총계
1890

22,656 470 1,055 417 27 0 　 24,625

6 0 0 0 0 0 6

1891
72,593 7,968 1,854 2,044 2,433 219 2 87,113

31 1 1 1 0 1 0 35

1892
38,480 6,213 1,209 979 2,095 378 708 50,062

9 0 0 0 0 2 0 11

1893
33,083 11,669 3,896 750 2,986 0 52,384

17 2 0 1 1 0 21

1894
34,412 15,821 2,148 1,554 1,426 34 　 55,395

25 5 0 0 0 0 30

1895
19,377 7,141 1,565 627 886 0 29,596

13 3 0 0 0 0 16

1896
20,250 6,951 3,499 369 940 0 　 32,009

15 1 1 1 0 0 18

총계 240,851 56,233 15,226 6,740 10,793 631 710 331,184

116 12 2 3 1 3 0 137

및 오스트리아의 자료이며, 러시아, 스웨덴 등의 자료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각 연도별 사용횟수 및 사망자수를 정리한 것이 표 8이
다.

표 8. 독일외과학회 연도별 마취제 사용횟수 및 사망자수
(단, 1890년도는 7월부터, *: 클로로포름과 에테르 혼합마취, 

†: 클로로포름과 에테르와 알코올 혼합마취)

연도별 전체 마취제 사용에 대한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사용 비중
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이 표 9 및 그래프 2다.

pp. 139-176.
175) Gurlt, E., “Zur Narkotisirungs-Statistik”, Archiv für klinische Chirurgie 48 (1894), 

pp. 223-274.
176) Gurlt, E., “Zur Narkotisirungs-Statistik”, Archiv für klinische Chirurgie 51 (1896), 

pp. 91-169.
177) Gurlt, E., “Zur Narkotisirungs-Statistik”, Archiv für klinische Chirurgie 55 (1897), 

pp. 4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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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클로로포름 에테르
1890 92.00 1.91

1891 83.33 9.15

1892 76.86 12.41

1893 63.15 22.28

1894 62.12 28.56

1895 65.47 24.13

1896 63.26 21.72

표 9. 독일외과학회 연도별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사용 비중 변화(%)

그래프 2. 독일외과학회 연도별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사용 비중 변화(%)

클로로포름의 사용 비중이 1890년 기준 에테르의 48배에서 1896년 
기준 3배로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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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클로로포름 에테르
1890 0.026 0

1891 0.043 0.013

1892 0.023 0

1893 0.051 0.017

1894 0.073 0.032

1895 0.067 0.042

1896 0.074 0.014

취의 사망률은 표 10 및 그래프 3과 같다.

표 10. 독일외과학회 연도별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마취의 사망률(%)

그래프 3. 독일외과학회 연도별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마취의 사망률(%)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마취의 사망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지만 클
로로포름의 경우 사망률과 사망률 증가폭 모두 에테르에 비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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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에서는 독일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마취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클로로포름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에테르의 비중을 높
여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외과학회의 통계자료를 소개
하고 일본 자체의 마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준텐도 의사(医

事) 연구회에서는 구를트의 1890년도 및 1891년도의 통계자료를 상
세히 소개했고178), 제국대학 외과 교수 스크리바(Julius K. Scriba, 

1848∼1905)의 대학원생 도이 게이조(土肥慶蔵, 1866∼1931)는 제1병
원의 스크리바 외과클리닉에서 이루어진 마취에 대해 1892년 한 해 
동안의 통계를 작성했는데, 조사대상 129명 중 사망자 1명으로 클로
로포름 마취 121명(93.8%) 중 1명 사망, 에테르 마취 1명(0.78%), 클
로로포름과 에테르 혼합마취 1명(0.78%), 브로모에탄 마취 6명
(4.65%)이었다.179) 또한 그는 에테르가 미국에서 가장 왕성히 쓰이고 
있고 영국에서도 클로로포름을 압도했으며 독일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부작용이 많아도 가장 효과가 확실하
고 사용이 간단한 클로로포름을 최선으로 여겼다.180)

  1898년에는 도쿄제국대학 외과 교수 곤도 쓰구시게(近藤次繁, 

1866∼1944)가 조교수 시절 도쿄의학회의 촉탁을 받아 조사한 마취
사항의 통계를 발표했다. 주로 1897년 1월부터 1898년 2월 말까지 
전국 각지의 병원 28곳181)에서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는 총 12,697명 
중 사망자 6명(0.047%)으로, 클로로포름 마취를 받은 환자 10,521명

178) 順天堂医事研究会, ｢麻醉法統計ノ一斑｣, 順天堂医学 140 (1892), pp. 976-980.
179) 土肥慶蔵, ｢麻酔法｣, 東京医学会雑誌 7 (1893), pp. 553-558, 645-650.
180) Ibid., pp. 648-649.
181) 아이치병원, 지바병원, 후쿠오카병원, 후쿠시마병원, 하세가와병원, 의과대학제

1병원, 의과대학제2병원, 이와테현병원, 요코스카해군병원, 야마나시현병원, 곤도
(近藤)병원, 고이데(小出)병원, 가고시마병원, 고베병원, 구스(楠)병원, 나가노현병
원, 니가타현병원, 누마즈(沼津)병원, 오가타(緒方)병원, 오카야마현병원, 오쓰(大
津)병원, 라쿠잔도(楽山堂)병원, 준텐도병원, 주젠(十全)병원, 지케이(慈恵)의원, 
다시로(田代)병원, 쓰(津)병원, 다카다(高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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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에게서만 사망자 6명(0.057%)이 나왔다. 클로로포름과 에테
르 혼합마취를 받은 환자는 2,176명(17.14%)이고, 에테르 및 브로모
에탄 마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로로
포름은 국산 도리이지루시(鳥居印)의 제품이었다.182)

  이상의 통계를 바탕으로 독일(1890∼1896)과 일본(1892, 1897) 간
에 전신마취 중 클로로포름 및 에테르 마취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 
그래프 4 및 5다.

그래프 4. 독일과 일본의 전신마취 중 클로로포름 마취 비율(%)

182) 近藤次繁, ｢麻酔法ニ就テ(外科宿題)｣, 東京医学会雑誌 12 (1898), pp. 433-439, 
505-517, 656-661, 74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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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독일과 일본의 전신마취 중 에테르 마취 비율(%)

집계 연도 및 대상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는 아니지만, 독일의 경우 전신마취 중 클로로포름의 사용 비율
이 낮아지고 에테르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일본의 경우 20세기에 
가까워지면서도 클로로포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에테르는 배제되
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서양에서는 클로로포름 마취
에 따른 위험이 자각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테르의 사용이 늘어
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전신마취제가 곧 클로로포름을 의미할 
정도로 클로로포름 마취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었다.

제7절 국소마취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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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코카인에 안구 마취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빈의 
안과의 콜러(Carl Koller, 1857∼1944)는 1884년 9월 11일, 녹내장 환
자의 수술에 적용하여 최초의 국소마취에 성공했고,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의 외과의 할스테드(William Stewart Halsted, 1852∼1922)는 감각
신경 주위에 코카인을 주입하면 신경을 차단하여 마취효과를 낸다
는 사실을 1885년 임상적으로 증명하여 부위마취의 효시가 되었
다.183) 이후 여러 임상 분야에서 국소마취법의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독일어권에서 발전이 두드러졌다.

  일본에서는 1885년에 안과의 이노우에 다쓰야(井上達也, 1848∼

1895)가 자신을 포함한 16명을 대상으로 코카인을 안과 임상에 적용
하여 4월 18일에 발표한 것이 최초이고, 이어서 5월에는 치과의 이
노 하루키(伊野春毅, 1852∼1912)가 발치에 코카인을 사용했다.184) 

1887년 사토 스스무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코카인은 피부 
및 점막 등 얕은 부위의 작은 수술뿐만 아니라 종양적출, 헤르니아
수술, 골절제술 및 절단수술 제반의 큰 외과수술에서도 충분히 국소
마취의 효능이 있”으니 “코카인으로 클로로포름을 대신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의 수술인 상악절제술 및 피로고프 절단술 등 대수술에서 
환자가 조금도 동통에 시달리지 않으니 효험이 가장 잘 드러난 셈”

이라고 강조한다.185) 그의 발표는 이후 국소마취법이 보급되는 계기
가 되었다. 1899년에는 국소침윤마취법의 발견자 슐라이히(Carl 

Ludwig Schleich, 1859∼1922)를 사사한 데라다 오리오(寺田織尾, 

1862∼1931)가 슐라이히의 국소마취서 무통수술(Schmerzlose 

Operationen, 1894)을 번역했는데, 마쓰키의 연구에 따르면 메이지기

183) Sykes, Keith, Anaesthesia and the Practice of Medicine: Historical Perspective, 
Royal Society of Medicine Press, 2007, pp. 25-28.

184)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新研究,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0, pp. 
106-111.

185) 佐藤進, ｢｢コカイン｣將ニ格魯兒保兒母ニ代ラントス｣, 順天堂医学 21 (1887),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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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행된 마취과학서 4권이 모두 국소마취 관련서로서 일본 외과
계가 전신마취보다 국소마취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86) 실제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국소마취 위주
인 독일발 마취술의 대부분을 3년 이내에 수입했다.187)

제8절 클로로포름 마취의 정착

앞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1880년대부터 국소마취가 보
급되고 선호되는 가운데서도 클로로포름을 이용한 전신마취는 국소
마취로 대체되기는커녕 뿌리 깊게 정착되어 흔들리지 않았다. 1897

년 3월 4일, 사토 스스무는 사립장진회(私立奨進会)의 청에 따라 제6

회 의가선철추천회(医家先哲推薦会)의 마취법 발명 50년 축전 행사
에서 “마취법이 외과적 수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원래는 1896년이 마취법 발명 50주년이 되는 해이지
만, 그 해에는 “우두종두법 발견 100년제”가 대대적으로 열려 1년 
연기된 것이었다. 그는 “장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마취법은 심슨 
씨에 이르러 대성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며 클로로포름이 에테
르보다 뛰어난 마취법이라 강조했다.188) 그리고 일본의 클로로포름 
마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클로로포름이 우리나라에 도래한 것은 몇 년도였는지 지금은 그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 난의 폼페 혹은 보드윈 씨가 나가

186) 松木明知, 日本における麻酔科学の受容と発展,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1, 
p. 145.

187) 松木明知, 日本麻酔科学史の新研究, 真興交易(株)医書出版部, 2010, p. 37.
188) 佐藤進, ｢麻醉法ノ外科的手術上ニ及ホシタル影響ニ就テ｣, 順天堂医学 249 

(1897), p.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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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 재류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처음 사용
했는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지 
다카나카가 나가사키에서 돌아온 이듬해 즉 1862년에 아버지가 
클로로포름 마취를 실시하여 수술을 하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혼마 씨가 에도에서 1865∼67년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보다 4, 5년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술은 20세의 부인으로 
유선에 생긴 수질종양 적출술이었습니다. 지금 추측건대 육종
(Sarkom)인가 생각됩니다. 당시 마취법의 양상은 두꺼운 종이 뒷
면에 흰 무명을 붙이고 말아 원뿔형의 통을 만들고 그 표면에 
클로로포름을 점적하여 코 위를 덮고 미몽(迷矇)에 빠지게 했습
니다. 이상의 사실에 따라 생각해보면 아마도 폼페 씨가 나가사
키에서 그 사용법을 전습하여 아버지가 실제로 보았다고 생각됩
니다.189)

이에 따르면, 그의 부친 사토 다카나카는 단지 마취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클로로포름 마취 하의 수술을 실시했으며, 이
토 겐보쿠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 된다. 1870년 메
이지천황의 시의장(侍医長)에 오르는 다카나카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의 클로로포름 마취 실시는 서양마취술의 초기 도입기에 일종의 
이정표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오카
의 수제자 혼마가 클로로포름 마취를 채용했을 가능성이다. 스기타 
세이케이가 소개한 에테르 마취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관심이 없
었던 그가 클로로포름 마취를 했다는 이야기는 클로로포름 마취의 
우수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오카류 마취술의 종식을 공식적
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큰 파급력이 있다. 사토 스스
무는 이어서 클로로포름 마취의 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89) Ibid., p.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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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관계하는 히로시마육군예비병원 및 저희 준텐도에서
의 사용 용량의 대략을 보고하는 것도 결코 무용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정청(征清)전쟁[청일전쟁] 즉 1894년 7월 8일부터 1895년 
6월 30일에 이르는 358일간 히로시마예비병원에서 사용한 클로
로포름의 총량은 87파운드 1.8 즉 39,330그램이며 1인당 평균량
을 대략 15그램이라 하면 2,615명에게 사용한 것이 됩니다. 저희 
준텐도에서는 소수술에는 모두 코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클로로포름의 사용량은 상당히 감소했는데도 클로로포름의 사용
은 매우 다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결코 과장하거
나 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1892년부터 1896년까지 총 5년간 
환자 수는 1,754명이고 사용한 클로로포름 총량은 23,964그램 즉 
54파운드 36이며 1년 평균 4,792그램 즉 10파운드 65입니다. 환
자 1인당 평균 13그램 66이 됩니다.190)

코카인 국소마취가 도입되어 빠르게 점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로
로포름 전신마취는 여전히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뒤늦게 클
로로포름 마취법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학회 차원에서 마취 통계가 
작성되고 에테르 마취의 실시율이 높아지던 독일과 달리, 일본에서
는 그런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1889년 준텐도의 무라이 후쿠타로
(村井福太郎)는 세이난전쟁 때 오사카임시병원에서 실시된 클로로포
름 마취법 1,500회 중 사망자는 전혀 없었고, 준텐도의원에서 실시
한 7천여 건의 경우에도 사망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191)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0) Ibid., pp. 440-441.
191) 村井福太郎, ｢𠹭囉仿謨深麻醉ニ因スル生力衰脱ニ斯篤里規尼涅溶液ヲ注入シ人工

呼吸法 ヲ施ス｣, 順天堂医学, 62 (1889), pp. 66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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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실험한 바에 따르면 마취법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자
는 최초 제1, 제2의 흥분기에 많은데 이들 대다수는 기도폐색에 
기인하며 술자의 주의부족 때문이다. (……) 제1, 제2의 흥분기에 
마취법 때문에 죽는 자는 결코 클로로포름의 독성 때문이 아니
라 술자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제3

기의 위험은 극히 드물지만 돌연 생력쇠탈(生力衰脫) 및 천식절
맥(淺息絶脉)을 일으킬 수 있으나 스트리크닌이 효과가 있다.192)

마취법은 마취제보다도 시술자의 역량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테르보다 위험하지만 마취 효과가 뛰어난 클로로포름을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에테르 단독 마취의 기록이 
전무에 가까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일본 외과의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을 것이다.

192) Ibid., p.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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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후지노 쓰네사부로에 따르면, 근대일본의학의 발전은 해부학 발달사
로 대표된다고 거시적으로 단정할 수 있다.193) 또한 아치와 고로(阿

知波五郎)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덜란드―영미―독일의 의학을 모색하면서 메이지기에 들어가
는 (……) 이 시기는 그때까지 폐쇄적이었던 일본의학이 국제적
으로 등장하는 진통기이며, 이 테제를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일
본의학 근대화의 중요한 진통기를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테제를 풀기 위해 의학 각과에 걸쳐 이야기해야 하지
만, 먼저 가장 기초적인 해부학을 하나의 샘플로서 그것을 서지
학적으로 검토하여 이야기하고 싶다.194)

확실히 해부학은 일본 근대의학의 ‘선형적인 발전’을 설명하는 데는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평탄한 도정이 
아니라 오히려 파란에 가득한 것이라 할 수 있는”195) 일본 근대의학
의 발자취를 설명할 수 없고, “미국의학은 우리나라[일본]와 마찬가
지로 독일의학을 도입하고 나서 발달”196)했지만 “그[미국]가 선두에 
서고 일본이 그 뒤를 쫓고 있는”197) 형국은 더더욱 설명할 수 없다.

  일견 일사불란한 과정을 통해 성공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 
근대의학은 메이지유신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기
193) 藤野恒三郎, 日本近代医学の歩み, 講談社, 1974, p. 315.
194) 阿知波五郎, 近代日本の医学 ― 西欧医学受容の軌跡, 思文閣出版, 1982, p. 

354.
195) 東京大学医学部創立百年記念会, 東京大学医学部百年史編集委員会 編, 東京大

学医学部百年史, 東京大学医学部創立百年記念会, 1967, p. 2.
196) 小高健, 日本近代医学史, 考古堂書店, 2011, 前書き.
197) 小川鼎三, 医学の歴史, 中央公論新社, 1964,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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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는 멀게는 포르투갈인이 일본 해역에 표착한 1543년 이래 받아
들이기 시작한 서양의학 수용의 역사가 있었고, 서양의학과 재래의
학의 경쟁 및 조화를 통한 의학적 발전의 전통이 있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하나오카의 외과술이었으며, 특히 세계 최초의 마취술
은 당대 서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메이지 정부가 서
양의학 도입 및 한방의학 배제를 추진하고 공공성과 개방성을 중요
시하는 풍토가 마련되는 시기와 맞물려 하나오카류의 마취술은 역
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그와 달리 일본에 도입된 서양의 흡입마
취술은 급속히 보급되고 정착되었지만, 다발하는 클로로포름마취의 
의료사고 때문에 에테르와 클로로포름의 우열 논쟁이 활발했던 서
양과 달리, 클로로포름 일색의 마취가 이루어졌다. 이는 에테르 마
취가 우세한 미국의학은 물론, 클로로포름 마취를 탄생시킨 영국의
학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가적으로 추구했던 독일의학의 경향에서도 
벗어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마취제를 개발하려는 서양과 
달리, 일본은 클로로포름에 안주하여 마취과학의 발전이 정체되는 
사태를 빚게 된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사토 스스무를 위시한 몇몇 엘리트가 정
부, 군, 학교, 병원의 의료시스템 대부분을 장악하고 국가가 의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군국주의 및 전체주의적 국가관이 자리한다. 일본
과 미국은 내전을 통해 마취술의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한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했듯이 일본은 보신전쟁 및 세이난전쟁을 통
해 쌓은 클로로포름 마취의 실적이 곧 의료계 전반의 클로로포름 
마취 정착으로 이어졌다. 에테르 마취가 우세한 미국에서도 남북전
쟁 때는 클로로포름 마취의 비중이 76.2%까지 상승했지만198), 전쟁 
이후에는 다시 에테르 우세로 돌아섰다.199) 전장에서 마취 도입에 

198) Otis, George A., Huntington, D. L., The Medical and Surgical History of the War 
of the Rebellion, Part III, Volume II, Surgical History,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3, p.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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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평균 시간은 클로로포름이 9분, 에테르가 16분이었는데200), 신
속한 마취의 우선성은 어디까지나 군진의학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군진의학이 곧 ‘국가의학’을 의미했다. 막부가 공
식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서양의학 도입은 해군전습을 통해서였고, 

신정부가 독일의학을 채용할 때 주시한 것은 프로이센의학에 담겨 
있는 보오(普墺)전쟁 및 보불전쟁의 노하우였다.

  요컨대 일본의 마취과학사는 분과사적 시야에 갇히지 않고 근대
화라는 화학반응의 한 면모를 드러내는 데 긴요한 역할을 한다. 서
양마취술의 도입은 일본의학의 근대화를 촉진하지만 정작 그 자신
은 정체되어 변화하지 않는 촉매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
학적 근대화는 타의에 의한 타의의 이식이었다.

199) Connor, J. T. H., “Chloroform and the Civil War”, Military Medicine 169 (2004), 
p. viii.

20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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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Anesthesia in Japan

Kyu Won Lee

Department of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estern general anesthesia, initiated through the discoveries of 

anesthetic effects of ether and chloroform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It was 

also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medicine in Japan, a new 

modern state transformed over a short period of time. By the way, 

Seishu Hanaoka, a Japanese surgeon of the Edo period, succeeded in 

the surgical opera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42 years earlier than 

Westerners did. This study aims to reveal an aspect of medical 

modernization by investigating how Hanaoka’s anesthesia and the 

Western one underwent changes and left their marks in the nineteenth 

century Japan.

  In 1804,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Seishu Hanaoka achieved 

the general anesthesia using his own medicine for internal use named 

“Mafutsusan”. Opening a new horizon in surgical operation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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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sia spread nationwide and spent its glory years. But before long, 

it disappeared into the mists of history while the Meiji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adoption of German medicine. Based on the 

Chinese herbal remedy, secretly handed down, Hanaoka’s anesthesia 

could not survive the social climate beginning to support openness and 

publicity.

  Western anesthesia originates from the public demonstration of ether 

as an inhalation anesthetic by William T. G. Morton and John C. 

Warren in Boston in 1846 and the report of chloroform, a more 

powerful anesthetic by James Y. Simpson in Edinburgh in 1847. In 

Japan, the information of chloroform and ether anesthesia was delivered 

in 1848 and 1850 respectively, and the first Western anesthesia 

conducted by the Japanese was performed in 1861. Chloroform 

anesthesia became widely known especially by William Willis, a British 

doctor who took an active part in the treating the wounded during the 

Boshin War. And it became extensively used as German professors 

started to teach medicine at Daigaku Toko (University East School) and 

Susumu Sato returned from studying in Berlin. During the Seinan War, 

the army surgeons used chloroform as an everyday anesthetic. The 

usage of chloroform in the treatment of key figures in the government 

and as a material for literature works also made public perception of 

the Western anesthesia wider and deeper.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lthough the proportion of ether was 

increased and that of chloroform decreased due to the raised awareness 

of the high death risk of chloroform anesthesia among the Western 

countries, ether anesthesia was still held in slight esteem and 

chloroform was used exclusively as ever in Japan. This is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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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of military medicine was penetrated into the Japanese medical 

community from militaristic and totalitarian views of state. Eventually, 

the Western anesthesia introduced to Japan was then getting out of 

worldwide trends and improvement, despite its substitution for Japanese 

anesthesia, once reached its peak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and 

its leading role for medical modernization. The process of medical 

modernization in Japan has been grasped and discussed mostly as a 

linear model of development or a successful case. But the history of 

anesthesiology in Japan means more than itself, revealing the hidden 

side of modernization interspersed with severance and curves.

Keywords: anesthesia, chloroform, Seishu Hanaoka, Mafutsusan, 

modernization, introduction of Western medicine, Susumu Sato, milita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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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日本における西洋麻酔術の導入に関する研究

イ・ギュウォン

ソウル大学校 大学院

医学科 人文医学教室

19世紀中頃、エーテルとクロロホルムの全身麻酔効果の発見によって始

まった西洋麻酔術は、近代医学の発展に必要不可欠な役割を果たしてき

た。短期間で近代国家へと変貌した日本も西洋麻酔術を導入して医学近

代化の推進と充実を図った。ところで、日本には華岡青洲という人物が西

洋より42年も早く全身麻酔下の手術に成功した独特な歴史がある。本論文

では、19世紀日本で華岡流麻酔術と西洋麻酔術が変遷し明滅した軌跡を

体系的に究明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における医学的近代化の一断面を現

わす。
  1804年、華岡青洲は自ら開発した内服用全身麻酔剤の｢麻沸散｣を利用

し、世界初の全身麻酔下の手術を成し遂げた。彼の麻酔術は乳癌をはじ

め色々な手術に応用され、外科の新たな地平を切り開いた。全国各地から

の門人だけでなく門外の杉田立卿らにも引き継がれ、本間玄調や今村了庵

によって発展されるなど全盛期を迎えたが、順天堂から強く非難されること

もあった。明治維新後、新政府が主導したドイツ医学導入と医制発布の

際、華岡流麻酔術は歴史の裏に消えていった。漢方医学に基づいていた

彼の麻酔術は、開放性と公共性志向の風土に合わなかったのである。
  西洋麻酔術は1846年、アメリカ・ボストンでモートンとウォーレンがエー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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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吸入麻酔下の手術を公開的に行い、その翌年、イギリス・エディンバラの

シンプソンがクロロホルム吸入麻酔を報告して開始された。日本には、1848

年にモーニッケによってクロロホルム麻酔、1850年には杉田成卿によって

エーテル麻酔の情報が伝えられ、1861年からは日本人医師によるクロロホ

ルム麻酔が実施された。エーテル麻酔は杉田成卿による 初の試み以

来、ほとんど実施されなかった。その一方、クロロホルム麻酔は、とりわけ

戊辰戦争で活躍した英国人医師ウィリスによって広く知らされ、ドイツからの

お雇い外国人教師ミュレルとホフマンの大学東校着任、ベルリンに留学して

いた佐藤進の帰国、そして西南戦争の勃発を契機として定着しつつあっ

た。クロロホルム麻酔は外科のみならず産科領域でも活発に行われ、クロロ

ホルム麻酔器も当時の医科器械カタログに頻発に登場した。また、大村益

次郎、森有礼、大隈重信など政府要人が受けた麻酔下の治療が世間の関

心を集め、泉鏡花、谷崎潤一郎、森鴎外の文学作品にも反映されるにつ

れて、西洋麻酔術、とくにクロロホルム麻酔に対する認識は社会に深く浸

透していった。
　19世紀末頃、西洋ではクロロホルム麻酔の危険性が問題視され、エーテ

ル麻酔の比重が高まっていた。日本でも麻酔についての統計を作成し、そ

の現況を把握しようとしたが、エーテル麻酔が軽視され、クロロホルム麻酔

だけがひたすら行われる傾向に変わりはなかった。その背景には、軍陣医

学の論理を医療界全般に通用させる軍国主義および全体主義の国家観が

あった。日本に伝来された西洋麻酔術は、一時期 も進んでいた日本固

有の麻酔術を振り替え、医学的近代化を導きながらも、他方では世界的な

趨勢から孤立していった。今まで日本の医学的近代化の過程は、主に線

形的発展モデル、あるいは挫折なき成功事例として捉えられ議論されてき

たが、日本の麻酔科学史は、個別史的な意味を越え、断絶と屈曲で点綴

された近代化の裏側をさらけ出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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