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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19세기 콜 라의 세계 확산 상에 주목하여 조선에서

콜 라가 창궐한 후 이를 극복하기 한 조선 정부와 민간의 응 방식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당시 사회‧문화 측면과 연결하여 검토해 보았다.

인도 풍토병이던 콜 라는 국의 인도 식민지배 후 그들의 군인과 배

에 의해 세계로 퍼졌으며, 국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 다.조선의 콜 라

는 다음의 특징을 지녔다.1821년 콜 라는 7월말에서 9월말까지 제주도

를 제외한 조선 역을 휩쓸었다.이듬해 발생한 콜 라는 4월말에서 9월

말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 팔도를 감염시켰다.병균 확산에는 세균이

생존할 수 있는 날씨와 균을 퍼트리는 인구 이동이 큰 기여를 했다. 한

인간의 양상태 면역체계와도 깊은 련을 맺었다.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양질의 음식물을 섭취하여 강한 면역력을 지닌 계층은,병에 걸

릴 확률이 그 지 못한 계층보다 상 으로 낮았다.

콜 라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치그룹은 사악한 기운과 자신

들의 不調和한 정치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식했다.콜 라가 확산

되고 의학 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내에서 가

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던 祭 의 설행에 집 했다.조선은 仁의 정치를 사

회 가치 으로 삼았다.따라서 제사 의례는 통치 집단이 仁政을 수행하기

해 정 히 계획한 의식이었다.정부는 제사를 통해 민심을 달랠 수 있

었으며, 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 의 기 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콜 라 염이 극성할 당시 민간은 쥐가 발생시킨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쥐통’·‘쥐병’으로 불 다.사람들은 쥐의 형상을 한 귀신이 몸속으로 고

들면 콜 라에 걸리고 발을 통해 침입한 악귀가 다리를 갉아 먹으면서 올

라가 내장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했다.콜 라 환자의 근육 경련을 목격한

사람들은 질병이 쥐귀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믿음이 더욱 강렬해졌다.이

러한 사고는 사람들을 공포심이 극 화되는 방향으로 몰아 갈 수 있었다.

정보의 변형과 왜곡도 공포를 증 시킨다.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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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숫자에 담겨 있는 피해인식이다.이를 해 콜 라와 기근이 들었을

당시 戶口상의 口數 감소를 비교함으로써,콜 라 사망자 숫자에 한 당

시 기록이 과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동시에 과장된 기록은 조선인

들이 콜 라를 처음 했을 때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만큼 컸는지를 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콜 라 극복을 한 민 의 행동은 다양하게 표출 다.사람들은 기존

한의학 치료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자 모든 방식을 동원했다.여기에는

약 를 통한 의술상의 치료행 ,기도를 올리는 무속상의 치료행 ,민간

의 습을 활용한 토속 치료행 등 치료와 련한 모든 삶이 종합 으

로 반 되었다.이외에도 조선인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귀의했다.

콜 라는 한 종류의 세균이지만 새로운 생각을 불러 올 수 있는 실마리

를 조선 사회에 제공했다.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두해동안 지속되

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공포감으로부터의 탈출과 안정된 사회를 바

라는 민 의 열망은 기존 사회에 한 불만과 기감을 증폭시켰다.동시

에 이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민 의 바램과 연결될 수 있었다.崔濟

愚는 19세기 콜 라가 유행하는 상황을,세상은 말세에 진입했고 백성들

은 도탄에 빠졌다고 평했다.그리고 그는 실에서 극한의 공포로 다가오

는 콜 라를 모티 로,종교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백성에게 제공했다. 한 새로운 세상인 ‘개벽’을 언 함으로써 민 의 마

음속으로 깊숙이 고들 수 있었다.이 듯 콜 라는 19세기 새로운 생각

을 불러올 수 있는 매제로 작용했다.

‧‧‧‧‧‧‧‧‧‧‧‧‧‧‧‧‧‧‧‧‧‧‧‧‧‧‧‧‧‧‧

주요어 :콜 라,祭 ,공포심,천주교,개벽

학 번 :2004-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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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821년(순조21)8월 4일 서울에는 “구토하고 설사하는 병의 증상으로

인해,평양성 안에서만 사망한 이가 하루 사이 삼백 명이다.”1)라는 소문

이 퍼지고 있었다.이 병은 과거 조선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

람들은 함과 낭패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 한 “병이 돌고 있다.”는

평양의 사실을 도성에 한 그 사람 때문에 서울에서도 동일한 병이 발생

할 것은 시간상 문제 다.처음 하는 질병이기에 공포는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질병의 발생과 개는 인간의 문화와 정치에 많은 향을 주었다.2)콜

라 같이 이 에는 경험할 수 없고 치사율이 높은 염병이 발생한 경

우,역사가는 질병에 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해 생각할 수 있다.그리고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인의 사

고와 다르다는 으로 인해 는 재의 결과론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

의미하다고 해서 이를 폄하하거나 그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

은 역사를 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사람들 역시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생각의 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콜 라가 조선에 최 유입된 시기는 1821년(순조21)여름이다.처음

하는 질병에 한 조선인들의 당혹감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검토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조선에서 발생한 콜 라에 한 기존 연구

는 주로 의학과 문학,정치의 역에서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의학사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다음과 같다.미키 사카에(三木 榮)는 『朝

鮮疾病史』에서 1820년부터 1910년까지 朝鮮·中國·日本에서 창궐한 콜

라 발생 연도와 유입 경로를 표로 작성했다.이 은 콜 라 창궐과 응

1)『歷書日記』 辛巳 八月大 二十六日.“向 上京時,初四日,聞平壤消息則,以似癨之症,城內死亡,

一晝夜間,爲三百餘人云矣,… ,前所未見聞之症,豈勝危悖哉.”

2) 리엄 H.맥닐,허정 옮김,1998,『 염병과 인류의 역사』,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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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개론 소개에 집 했다.3)金斗鍾과 한감염학회는 『韓國醫學

史』와 『한국 염병사』에서 순조 발생한 콜 라를 간단히 소개했다.4)

조선에서 발생한 콜 라와 련하여 신동원은 병의 침입과 피해 정도,사

회에 끼친 향 이에 응하는 통과 서구의 방법을 묘사했다.5)그는

개항이후 상황에 설명의 을 두었으며,‘질병 방과 퇴치’라는 근

시각에서 조선인들의 콜 라 응을 살폈다.따라서 조선인들의 행동을

종교 념체계로만 설명했다.6)김정순은 1821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한

콜 라를 상으로 감염원 감염 경로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7)아라

노 야스노리(荒野泰典)는 1822년(순조22)일본에 처음 상륙한 콜 라

경로에 해,일본 학계의 통설인 자카르타‧나가사키(長岐)설을 거부

하고 조선과 마도 설에 비 을 둔 견해를 밝혔다.8)

조원 과 이선아는 黃道淵(1807∼1884)의 서 『醫宗損益』과 黃泌秀

가 편찬한 『方藥合編』을 심으로 콜 라에 한 한의학 처방을 살폈

다.9) 한 서양의학의 도입 에서 高宗代(1863∼1907)콜 라 발생과

염병 병동인 避病院 설치를 다룬 기창덕의 연구가 있다.10)이남규는

1601년부터 1900년까지 조선후기 질병사를 다루면서 콜 라를 설명했다.

그는 19세기가 콜 라 같은 外國으로부터의 염병 유입이 빈번하고,유

행병이 발생한 경우 국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11)

문학작품을 상으로 이주 은 19세기 질병체험의 문학 형상을 살피

3)三木 榮,1960,『朝鮮疾病史』,大阪,62∼70쪽.

4)金斗鍾,1966,『韓國醫學史』,探求 ,369∼371쪽; 한감염학회,2009,『한국 염병사』,군자

출 사,304∼317쪽.

5)신동원,1989,「조선말의 콜 라 유행,1821-1910」『한국과학사학회지』제11권 제1호,53∼86쪽.

6)신동원,앞의 논문,54쪽.

7)김정순,1991,「歷史的 察을 通해서 본 우리나라 콜 라 流行의 특성」『韓國疫學 誌』第13

卷 第2號,105∼111쪽.

8)荒野泰典,2002,「콜 라가 해진 길- 국‧조선 루트의 검증」『島嶼文化』제20집,263∼282쪽.

9)조원 ‧이선아,2007,「19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콜 라에 한 황도연의 의학 처」『韓國韓

醫學硏究員論文集』第13卷 第1號,37-42쪽.황도연은 哲宗(1849∼1863)때부터 高宗 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開業醫로 활동했다.황도연‧황필수 父子의 생몰연 와 著述에 해서는 金鐘天,

1994,「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書誌學硏究』第10輯,276쪽 참조.

10)기창덕,1995,「朝鮮時代末의 急慢性傳染病과 醫療機關」『醫史學』제4권 제1호,1∼10쪽.

11)李圭根,2001,「조선후기 疾病史 연구-『朝鮮王朝實 』의 염병 발생 기록을 심으로-」

『國史館論叢』第96輯,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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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콜 라로 표되는 이 시기 역병과 문학의 계는 ‘괴질’을 재앙과 종

말의 수사로 사용하는 데에 이르 다고 보았다.그리고 이는 당시 사회

내부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망 부재의 실을 상징한다고 설명했

다.12)

정치 입장에서 조 은 19세기 민란 발생의 배경을 이해하기 해 자

연재해와 염병 유행에 한 연구를 실시했다.그는 조선 후기 자연재해

가운데 염병은 민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요인이었으나,당국자들의

구료활동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염병을 비롯한 사회의 자연재

해와 리들의 부정부패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이는 민란발생

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지 했다.13)

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 최 유입된 콜 라와 련하여

병의 개 양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19세기 반 조선의 사회상과 사

람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논문은 없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1821년과 22

년 발생한 콜 라를 분석함으로써,병균의 조선 유입경로와 피해상황을

알아보고 조선 정부와 민간의 콜 라 인식 응을 살펴보려 한다.이

를 통해 콜 라에 처하는 사회상을 그려보고,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설명하려 한다.

1장에서는 콜 라의 조선 유입부터 소멸까지의 과정과 질병 확산에 따

른 피해자 규모를 살펴볼 것이다.구체 으로 19세기 콜 라의 세계 확

산이라는 상 속에서 질병발생 당시 조선의 환경상태와 조선인의 음식

습 주요 희생자 면모를 알아보려 한다.이와 함께 질병과 계층 계

에서 보이는 면역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조선 정부의 콜 라 인식과 처방안을 검토하려 한다.정부

의 구제정책 하나인 제사는 백성에 한 국가의 심과 배려를 보임으

로써 민심이반을 막기 한 ‘통치 행 ’다.아울러 조선과 유럽 정부의

기 콜 라 응방식에서 보이는 차이가 민심에 끼친 향을 알아보려

12)이주 ,2010,「19세기 疫病 체험의 문학 형상」『한국어문학연구』제55집,39∼68쪽.

13)조 ,1982,「19세기 민란의 사회 배경」『19세기 한국 통사회의 변모와 민 의식』,고 민

족문화연구소,18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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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를 통해 근 보건 입장에서 단하여 조선의 책을 의미 없는

행 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을 설명하려 한다.14)

3장에서는 조선 민 의 콜 라 인식과 공포감을 다룰 것이다.이를

해 유럽과 조선인들이 느 던 콜 라 공포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었는지

를 각기 살펴보고자 한다. 한 조선 민간에서 기존 역병에 반응했던 형

태와 단기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콜 라 창궐에서 나타났던 공포는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 한다.이와 함께 문집과 『실록』에 기록

된 사망자 숫자 戶口상의 口數 감소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느 던 공

포가 어느 정도 는지를 간 으로나마 체험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콜 라 극복을 한 민간의 생존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하

려 한다.여기에는 기도를 올리고 무속에 귀의하는 방식도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해져 온 민속상의 방법도 있었다.기존에

할 수 없었던 질병은 인간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극도의 공포에 한

인간의 응방식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종교에의 귀의로 이는 지역과 국

가를 월한 인류보편의 생활방식이다.치료법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

통당하는 1820년 의 조선 사회에서,콜 라는 새로운 종교와 생각을 불

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여기서는 콜 라가 천주교의 敎

勢확장과 동학이 출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기능했다는 을 설명하려

한다.

콜 라 같은 역병이 발생할 때 민 이 천주교에 귀의하는 상을 추

하고,민심의 동요가 동학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출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시 사회상을 살피는 데 요한 작업이다.조선에

최 유입된 콜 라가 사회에 미친 향을 악하기 해 다음의 사료를

활용했다.정부의 응을 살펴보기 해 『純祖實 』과 『承政院日記』,

『日省 』 등을 이용했다. 한 민간의 콜 라 인식과 생존 모습을 알아

보고자 『曆書日記』(奎:古4655-1)와 『韓國天主敎 史』,『龍潭遺詞』

14)종교 ‧정치 의료행 에 해서는,B.왈라번,2001,「朝鮮時代 厲祭의 機能과 意義-‘뜬귀신’

을 모셨던 儒生들-」『東洋學』第31輯,247∼264쪽;정다함,2009,「조선 기의 정치 ‧종교

질병 ,醫‧藥의 개념‧범주,그리고 치유방식」『韓國史硏究』146,119∼15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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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항기 조선으로 와서 기록을 남긴 외교 선교사들의 자료를

활용했다.다만 개항 이 조선인의 인식과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

에 한하여 제한 으로 이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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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콜 라 창궐과 피해 상황

콜 라는 인도 벵갈 지방의 풍토병으로 1800년 이 에는 인도 륙과 주

변지역에 한정해서 되었다.15)1817년 국의 인도 식민지배의 행정

심지인 캘커타에 많은 콜 라 환자가 발생했다.그곳에서 1주일 사이

5,000명의 국 군인들이 콜 라로 죽었다. 국의 선박과 군 는 이곳으

로부터 다른 먼 지역까지,병원균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수행했다.콜 라

는 1820년부터 1822년에 걸쳐 한쪽은 아라비아와 동아 리카로 퍼져갔으

며,다른 쪽은 스리랑카·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국·일본으로 확산되었다.

최 의 콜 라 유행은 6년을 끌었으며,조선의 콜 라 역시 당시의 세

계 유행과 련이 있었다.16)

조선에서 발생한 콜 라는 국을 통해서 유입되었다.콜 라는 인도에

서 미얀마·타이를 거쳐 1820년 국 廣東에 침투하고 이후 寧波에 출 했

으며,浙江 서북지역에서 유행했다.1821년에는 南京과 山東·北京을 거

쳐 국 역에 창궐했으며,북경에서 산해 을 거쳐 요동의 바닷가 지역

을 따라 조선 의주를 지나서 황해도와 평안도로 들어갔다.17)조선에서 최

발생한 콜 라는 1821년과 18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 년도

의 콜 라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면,이듬해 발생한 콜 라는 前年 유

행에서 감염된 보균자가 체내에 세균을 유지하 다가 다음해 병원균의 유

행을 일으킨 것이었다.18)

조선 정부의 콜 라 정보 입수는 순조 21년(1821)8월 13일 평안감사

金履喬(1784〜1831)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19)그는 7월 말일 평양부

의 성 안 에 괴질이 유행하기 시작하여,사망자가 열흘 사이 1천명이라

고 보고했다.당시 평양은 7월 28일부터 城內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구

15)콜 라의 확산 경로에 해서는 리엄 H.맥닐,허정 옮김,앞의 책,287∼291쪽;아노 카 ,권

복규 옮김,2001,『 염병의 문화사』,사이언스 북스,2001,201∼204쪽 참고.

16)신동원,앞의 논문,58쪽.

17)콜 라가 국과 조선에 침투한 경로에 해서는 三木 榮,앞의 책,63∼64쪽.

18)김정순,앞의 논문,111쪽.

19)『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3일 庚寅;『日省 』 순조 21년 8월 13일 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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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차츰 평안도 체로 번졌다.

특히 安과 肅川,安州 등에서의 피해가 심했다.20)평안감사의 보고가 이

진 다음 날 앙 정부는 콜 라가 황해도 지역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21) 한 나흘 뒤인 8월 17일 燕京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서장 홍언모는 山海關 이남의 해안 주변 지역에 괴질이 유행하여 죽은

사람이 많다는 보고를 해왔다.22)이를 통해 정부는 당시 콜 라가 국의

遼州와 薊州 지방을 거쳐 평안도 지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

었다.23)

평양에서 최 보고가 들어온 것과 함께 콜 라는 동일 시각 서울에까

지 침투했으며,24)열흘 뒤인 26일에는 華城을 비롯한 경기도 일 로 확산

되어 맹 를 떨쳤다.이는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순조의 부친인 正祖

(1776∼1800)의 능을 이장하는 國葬 사업에까지 향을 미쳤다.당시 정조

의 능을 이장하는 役事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여를 매는 데 필요한

‘轝士軍’의 연이은 사망으로 그 수를 충원하기가 어려웠다. 한 장례에

한 일을 맡아보기 해 설치한 都監의 료들과 그 에서 일을 보던

아 들 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25)이와 함께 山陵의 권역

내에도 콜 라 증상이 퍼졌다.병에 걸린 자는 열에 하나도 살아남은 이

가 없었으며,역사를 감독하는 사람과 役을 맡고 있는 공인들에게서 사망

자가 잇따르고 있었다.26)

콜 라가 화성에서 세를 떨칠 무렵 병원균은 충청도로 침입해 들어갔

20)정원용 지음,허경진·구지 옮김,『국역 경산일록』2,40쪽.“二十日,自前月二十八日,平壤中城

人,患吐瀉轉筋, 刻不起.當日遍及內城,旬日間,死亡爲數千.道臣狀聞.聞 安肅川安州等地,又

熾盛.”

21)『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4일 辛卯.

22)『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7일 甲午.

23)『純祖實 』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

24)『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

25)『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25일 壬寅.“又以國葬都監摠護使意啓曰,… ,連聞陪往大 之 ,

則當此怪疾輪行之時,轝士軍死亡,日復日相續,且其方痛 遭故 ,實無及期充代之勢,今此事故,

他有異,有非 令所可聚 整待 ,事之罔措,莫此爲甚云,而雖以都監事情 之, 郞多有病故,末由

如數進參,至於牌 員役之屬,亦多死亡.”

26)『日省 』 순조 21년 8월 26일 癸卯.“山陵局內,輪症遍熾,遘之 十無一幸.董事之人,執役之工,

死亡相續,聞見驚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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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이후 략 열흘이 지난 9월 8일경 세균은 충청도 산골까지 번졌고,

그로 인한 감염자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했다.28)평안감사의 보고가

있은 후 한 달이 경과한 9월 17일,황해감사 李龍秀는 “(경내에)괴질이

치성하여 사망자가 8‧9천명에 이르며,(병으로)한창 앓고 있는 무리들은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상황이다.”29)라고 보고했다.이후 콜 라는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9월 21일에 보이는 경상감사 李存秀의 장계에 의하

면,“이름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불시에 유행하여 사망한 사람들이 많고,

남 여러 고을에 치성할까 우려스럽다.”30)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

기 때문이다.

1821년 콜 라는 조선 팔도에서 창궐했다.31) 략 8월에서 9월 10일경

까지 병원균은 서울을 포함한 북쪽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으며,9월

순에는 충청,경상, 라 등의 三南 지역과 강원도에서 극성을 부렸

다.32)이는 라감사 홍석주가 다음해 재발한 콜 라 상황을 앙 정부에

보고하면서,“작년 가을처럼 구토와 설사를 한다.”라고 설명한 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3)

염병으로 인한 21년 한 해 동안의 정확한 사망자 숫자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통해 피해 황을 짐작할 수 있다.

寧邊府使로 재직하면서 질병 창궐 시 道內 慰諭使 임무를 수행한 鄭元容

(1783∼1873)에 따르면 평안도에서의 총 사망자 수는 22,000여 명에 이르

27)『歷書日記』 辛巳 八月大 二十六日.“京城旬日之內,死 數萬人,… ,又轉下於湖中云.前所未見

聞之症,豈勝危悖哉.”

28)『歷書日記』 辛巳 九月大 八日.“以恠症,洛中變喪不知其數,又傳熾於湖中村間.或多有 刻,不救

則,亦有死亡之患,極爲憂慮.”

29)『承政院日記』 순조 21년 9월 17일 甲子.“卽見黃海監司李龍秀狀啓則以爲,目今怪疾熾盛,死亡

爲八九千名,方痛之類,不可勝計.”;『日省 』 순조 21년 9월 17일 甲子.

30)『承政院日記』 순조 21년 9월 21일 戊辰.“卽見慶尙監司李在秀狀啓則以爲,無名怪疾,不時輪行,

間多死亡,而嶺下列邑,漸有熾蔓之慮.”;『日省 』 순조 21년 9월 21일 戊辰.

31)『純祖實 』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明年夏秋之間,此疾又發,八路同然.”;李圭景,「■(疒/

葛)瘩本原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八域遍行,以至壬午不止.”

32)정원용 지음,허경진·구지 옮김,『국역 경산일록』2,45쪽.“(九月)十八日,… ,聞流行於三南

東北,憂慮慮.”

33)『日省 』 순조 22년 7월 3일 乙亥.“全羅監司洪奭周狀啓以爲,全州府自五月念後,怪疾流行,… ,

而形症一如昨秋,或吐或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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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이후 콜 라는 기상 서리가 내리는 霜降( 략 9월 20일경)부터

세력이 약화되는데,35)기온 하강에 따른 병원균의 활동이 제한되어서 다.

이는 9월 30일에 보이는 “지난번 괴질이 지 조 깨끗해졌다.”36)라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821년의 콜 라는 계 이 겨울로 들어서면서 소멸된다.1822년 4월말

콜 라는 서울과 강원도,평안도에서 재차 유행을 일으켜 다수의 사망자

를 일으킨다.37)당시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도성의 실상을 소개하

면 아래와 같다.

“도성 안 에 근일 잡병이 돌아,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가장 먼 염됩니

다.이들은 모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으며 의탁할 곳이 없는 무리로,거

리에서 쓰러져 죽어 버려져 썩고 있는 이들이 많으니,보고 들을 에 미치

는 바가 매우 슬픕니다.(이들은)각기 도성에서 가까운 지역의 굶주린 백성

들로 서울을 귀의처로 여겨 식구를 모아 와서 살기를 구합니다.그런데 지

살아서는 치료할 수 없고,죽어서는 거둬져 묻히지 못한 채,(시체가)바래지

고 쌓이도록 하고만 있는데,(이것이)어 어진 정사에서 낼 수 있는 것이

겠습니까?”38)

22년의 콜 라는 5월 말 이후에는 경기도와 라도 지역에서도 활성화

되었다.수원유수와 廣州유수로 있던 李憲琦와 權常愼 모두 괴질의 발발

시 을 5월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39) 한 콜

34)정원용 지음,허경진·구지 옮김,『국역 경산일록』2,45쪽.“(九月)二十五日,聞自監營修啓,諸

邑死亡,合爲二萬二千餘人,可驚驚.”

35)정약용 ,1971,「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민족문화추진회,259쪽.“道光元年辛巳之秋,

自白露秋分,此病流行,… ,霜降以後漸熄.”‘상강’은 태양력으로 10월 23일경인데,9월 20일경으로

산정해 보았다.

36)『歷書日記』 辛巳 九月大 三十日.“向 恠疾,今則稍爲乾淨.”

37)『日省 』 순조 22년 8월 3일 甲辰.“江原監司申在植狀啓則以爲,本道列邑,始自四月,民間流行

之疾,或以吐瀉或以關格,延綿不絶,以臣營下所見推之,乖沴中毒死 ,甚夥許多.”;『日省 』 순

조 22년 8월 10일.“狀啓以爲,怪疾已自春終,若燃宿火.”

38)『純祖實 』 순조 22년 4월 28일 壬申;『備邊司謄 』 순조 22년 4월 28일.“城內外,近日雜病,

流民 先熏染,而此皆無食無家,寄接無處之類,僵仆街路,仍多捐瘠,聞見所及,絶可慘惻.各以近道

饑民,以京城爲歸,聚口求活,而今乃生無以療治,死不得收瘞,一任其暴露委積,豈仁政之所可出乎.”;

『日省 』 순조 22년 4월 28일 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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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5월 20일경부터 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라감사 홍석주의

狀啓에 의하면,“ 주부의 사망자는 485명이며,괴질이 道內 각 고을에 계

속 퍼져나가 사망자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40)라며, 련 소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조정은 황해도 지역에도 콜 라가 치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41)황해감사 李龍秀의 장계에 의하면,6월 16일부터 콜 라가 마을마다

치성하여 海州·平山·瑞 ·黃州 등의 4개 읍에서 2,302명의 희생자가 발생

했다.42)그리고 淸北 암행어사로 公務를 수행하던 任俊常이 6월 말 江界

에서 갑작스런 구토와 설사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43)콜 라는 7월

경에는 조선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 으며,비변사는 이를 인식하

고 가을철 군사훈련 지를 건의하여 국왕의 윤허를 얻었다.44)

한편 7월 21일 황해감사는 할지역 내의 콜 라 피해 질병 확산과

련하여 추가 보고를 조정에 올리게 된다.그것은 열흘이 지난 시 에서

海州·平山·瑞 ·黃州에 다시 사망자가 이어져 2,020명의 희생자가 더 발

생했다는 내용이었다.이와 함께 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

岳·殷栗·載寧·遂安·谷山·延安·白川·金川·新溪·兔山 등 17개 읍에서도 6,471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지 까지 모두 10,793명이 희생당했다는 보고

다.45)

39)『日省 』 순조 22년 7월 27일 己亥;7월 29일 辛丑.

40)『日省 』 순조 22년 7월 3일 乙亥.“全羅監司洪奭周狀啓以爲,全州府自五月念後,怪疾流行,近

日以來 男女死亡,爲四百八十五名,而形症一如昨秋,或吐或瀉, 刻殞絶,民情騷擾,姑無寢息之望,

依昨秋例,別厲祭及今設行,不容 緩,而道內各邑,亦多蔓延,死亡之報相續.”

41)『純祖實 』 순조 22년 7월 11일 癸未.

42)『日省 』 순조 22년 7월 11일 癸未.“黃海監司李龍秀狀啓以爲,去月望後,吐瀉之疾,村村熾盛,

醫藥莫及,輒爲奄忽,海州平山瑞 黃州等四邑死亡,報來之數,已過二千三百餘名.”;『日省 』 순

조 22년 7월 21일 癸巳條에는 2,302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43)『純祖實 』 순조 22년 6월 26일 戊辰.

44)『備邊司謄 』 순조 22년 7월 12일.“備局啓 ,諸道秋操稟啓,今已齊到矣.顧今乖厲之疾,八路齊

騷,亢暘之災,三農俱痒.此時詰戎,大非其時,今秋八道三都水陸諸操巡歷巡點,竝姑停止.官鎭門聚

點及各 都試覆審 講 若其災 病尤甚處,一體停免之意,分付何如.若曰,允.”;『日省 』 순조

22년 7월 12일 甲申.

45)『日省 』 순조 22년 7월 21일 癸巳.“狀啓以爲,海州黃州瑞 平山等四邑前報死亡二千三百二名

之後,相繼死亡,又爲二千二十名,而病氣尙不寢息,方痛 甚多,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

岳殷栗載寧遂安谷山延安白川金川新溪兔山等十七邑,漸次傳染,殆同癘疫,男女死亡,合爲六千四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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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도성에 콜 라로 인한 사망의 근심이 아직 많다는 것과 황해

도에서 1만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자,순조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

로하며 다른 지역의 사망자 숫자를 알아보도록 해당 청에 지시한다.46)

이에 개성유수 吳翰源은 개성부 내에서 콜 라로 사망한 사람이 991명이

며 염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47)수원유수 李

憲琦 역시 지난 5월부터 유행병이 성행하여 사망자가 473명에 이르는

상을 보고했다.48) 주유수 權尙慎 한 5월 이후 괴질이 유행하여 희생

자가 885명에 이른다는 을 달했다.49)

8월에도 콜 라로 인한 피해를 알리는 보고는 계속되었다.8월 2일 함

경감사 이면승은,“道내 각 읍에 콜 라가 돌아 사망자가 1만 5백 66명에

이릅니다.민생의 실정을 생각하면 더욱 슬 고 불 합니다.지 은 날이

오래되어 가을 기운이 차 일어나니 (병이)수그러드는 여부를 앞으로

잇달아 아뢸 생각입니다.”라고 보고했다.50)강원감사 申在植 한 3일자

보고에서,“본도의 여러 고을에 4월부터 민간에서 유행하는 병은 혹 구토

와 설사가 계속 이어지거나,혹은 關格이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신의

감 안에서 본 것을 토 로 미루어 보면 괴질에 독되어 죽은 자가

무나 많으니,비명횡사한 수많은 인명을 생각할 때 비통한 마음 간 합니

다.”라고 당시의 실상을 알려왔다.51)평안감사 김이교 역시 10일자 장계에

서,“괴질이 이 끝나갈 무렵부터 마치 묵은 불씨가 타오르듯 치성하여

각 고을의 사망자가 6,113명이 되었으니,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라고

七十一名,統計各邑死亡,其數至於一萬七百九十三名之多,誠萬萬驚慘.”

46)『純祖實 』 순조 22년 7월 22일 甲午;『承政院日記』 순조 22년 7월 22일 甲午.

47)『日省 』 순조 22년 7월 26일 戊戌.“吳翰源狀啓則以爲,本府運疾死亡人口,合爲九百九十一口,

近日以來猶未乾淨.”

48)『日省 』 순조 22년 7월 27일 己亥.“水原留守李憲琦狀啓以爲,本府怪疾,自五月熾盛,境內死亡,

合爲四百七十三口.”

49)『日省 』 순조 22년 7월 29일 辛丑.“廣州留守權常愼狀啓以爲,本府五月以後怪疾流行,吐瀉殞

絶,其間死亡之數,爲八百八十五名之多.”

50)『純祖實 』 순조 22년 8월 2일 癸卯;『日省 』 순조 22년 8월 2일 癸卯.“狀啓以爲,道內各

邑,輪疾死亡,爲一萬五百六十六名之多, 念民情,去益慘矜,今則爲日已久,秋氣漸生,寢息 否,

鱗次登聞計料.”

51)『日省 』 순조 22년 8월 3일 甲辰.“江原監司申在植狀啓則以爲,本道列邑,始自四月民間流行之

疾,或以吐瀉,或以關格,延綿不絶,以臣營下所見推之,乖沴中毒死 甚夥,許多非命尤切慘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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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52)

육지에서 콜 라가 극성을 부리는 것과 함께 1822년에는 제주도까지 병

원균이 상륙하여 수천 명이 넘는 인명 손실을 가져왔다.53)제주목사 李元

八의 장계에는,“콜 라가 7월 10일 갑작스 섬의 朝天里에서 발발하여,

수십 일이 채 못 되어 두루 온 섬에 치성하여 한 불꽃을 만난 격입니

다.혹 잠깐 사이에 죽은 자가 本州와 旌義,大靜 등의 縣에 도합 1,917명

입니다.두어 달 사이에 사망한 수가 이처럼 많습니다.이런 사유로 보고

합니다.”라고 하 다.54)이를 한 조정은 당일로 조정화를 유어사로 선

발하고,승지 趙鐘永으로 하여 慰諭 敎書를 짓게 했다.55)그 교서에는

“( 염병의)毒氣가 사그라져 마을이 조 깨끗해졌다.”라는 구 이 나온

다.56)이를 미루어 단하면 제주목사가 인명피해를 보고할 에 동시에

섬 내의 염병 기세가 다소 진정되었다는 을 함께 알려왔던 것으로 생

각된다.따라서 제주도에 콜 라가 활동한 기간은 7월 10일경부터 9월 말

일까지로 추정된다.그리고 이는 육지와의 인 교류에서 기인한 감염이었

을 것이다.

1821년과 1822년 조선에서 발생한 콜 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우선 1821년의 콜 라는 7월 말에 발생하여 9월 말까지, 략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조선 팔도를 휩쓸었다.다음해 발생한 콜 라는

늦 내지 여름에 해당하는 4월말에 발생하여 9월 말까지 제주도를 포

함한 조선 지역을 감염시켰다.특히 콜 라 확산에는 세균이 활동 가

능한 날씨와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 인구의 이동이 결정 기여를 했다.

콜 라에 감염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갑작스럽게 시작된다.57)우선

52)『日省 』 순조 22년 8월 10일 辛亥.“狀啓以爲,怪疾已自春終,若燃宿火,各邑死亡,爲六千一百

十三口,萬萬驚慘.”

53)『備邊司謄 』 순조 22년 10월 19일.“傳曰,今見濟牧狀辭,沴氣熾盛,蕞爾 島,人命之損,至過

數千,不勝驚慘.”

54)『日省 』 순조 22년 10월 19일 庚申.“狀啓以爲,本島內輪行乖沴之疾,始自七月旬間,忽發於本

州左面之朝天里,未滿數旬,遍熾一島,急熖所値.或有 刻殞絶 ,本州及旌義大靜等縣合爲一千九

百十七名,二朔之間,死亡之數,若是夥多,緣由馳啓.”

55)『純祖實 』 순조 22년 10월 19일 庚申;『日省 』 순조 22년 10월 20일 辛酉.조정화를 유

어사로 선발했다는 기록은 의 두 기록물 사이에서 하루 차이를 보인다.

56)『純祖實 』 순조 22년 10월 19일 庚申.“雖其毒焰旣熄,閭里稍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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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구토와 설사를 시작하는데,하루 만에 20리

터 이상의 체액(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이 과정에서 체내에 필수 인

나트륨도 몸에서 유출된다.腸은 텅 비고 온 몸이 탈수상태에 빠지는데,

이는 인체에 치명 인 험을 다.설사는 심한 근육 경련을 일으키며

피부에는 주름이 잡히고 색깔은 자 빛을 띤 검푸른 색으로 변한다.이와

함께 움푹 인 주 와 수척해진 얼굴,심하게 쉰 목소리가 동반된다.

병을 앓는 환자는 배설물을 통해 엄청난 양의 세균을 외부로 방출하는데,

병원균은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통해 염된다.

6월 부터 조선에서 지속된 장마는 콜 라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콜 라는 물을 통해 병원균이 염되는 수인성 질병으로 200종

의 균종이 있다.사람에게 치명 인 유 자를 보유한 O1과 O139는 인간

의 거주지 근처 오염된 물에서 활동한다. 한 청결과 배수상태가 나쁜

지역은 콜 라 발생률이 두 배 가량 높으며,58)채소나 과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따 의 생활 습 역시 병원균 확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조

선시 흔한 질환은 회충 등의 기생충 감염이었는데,이는 날것을 즐기는

식사 습 에서 오는 것이었다.59)조선인들은 男女老 에 상 없이 식사에

생오이를 반찬으로 곁들었으며,보리밥을 상추 에 싸서 장과 뿌리를

얹어먹었다.60) 한 그들은 배추를 도랑물에 씻어서 무와 함께 소 과 고

춧가루로 맛을 내어 조리했고,참외를 즐겨 먹으며 산딸기를 섭취하는 생

활 습 을 지녔다.61)이들 야채를 콜 라에 오염된 음용수로 씻어서 섭취

할 경우 병원균 감염을 피할 수 없었다.여름에 활동한 후 기온이 내려가

는 겨울에 병원균이 소멸되는 콜 라의 특성상,이 기간 동안에 섭취하는

57)콜 라 증상에 해서는 존 퀘이조,황상익‧최은경‧최규진 옮김,2012,『콜 라는 어떻게 문명

을 구했나』,(주)메디치미디어,51쪽;아노 카 ,권복규 옮김,앞의 책,202쪽; 데릭 F.카트

라이트‧마이클 비디스,김훈 옮김,2004,『질병의 역사』,가람기획,206·217쪽.

58)콜 라 균종과 발생률에 해서는 존 퀘이조,황상익‧최은경‧최규진 옮김,앞의 책,62‧68쪽 참

고.

59)김호,2001,『조선시 생활사』2,역사비평사,280쪽.

60)허경진 옮김,1998,「長鬐農歌 十章」『茶山 丁若鏞 詩選』,평민사,106쪽.“萵葉團包麥飯呑,

合同椒醬 葱根.”

61)조선인들의 식습 에 해서는 L.H.언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1999,『상투의 나라』,집문

당,169쪽;G.W.길모어 지음,신복룡 역주,1999,앞의 책,7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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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역시 인간에게 염되어 피해를 끼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

다.

콜 라의 민간 확산과 련하여 주목할 것은 우물인데,조선의 일반 민

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1.8∼2.4m 깊이를 서 만든 것이었다.

우물에는 지면에서부터 약 60cm 정도의 깊이까지 물이 차 있었다.보통

0.9∼1.8m 내에 하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오수가 우물 속으로 스며

들어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62) 한 소변을 매일 뜰과 거리에

다 내다 버리므로,이것이 땅 속에 스며들어 우물 맛이 짜기도 했다.63)우

물은 주로 마을 심부 통행로 근처에 치했으며,통로 주변에는 오물이

흘러 들어가기 쉬운 복개되지 않은 도랑이 있었다.우물은 울퉁불퉁한 돌

을 둥 게 쌓아서 만들었는데,돌의 틈새 사이로 하수가 쉽게 스며들 수

있었다.배수 기능을 제 로 갖추지 못한 채 조선 국에 산재한 논의 오

수 역시,언제든지 우물로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이와 함

께 조선인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길러온 물을 집 안으로 운반한 후,항아

리 같은 커다란 용기에 채워놓고 조그마한 바가지로 퍼서 사용했다.이

듯 폐된 장소에 보 된 물 역시,콜 라 같은 병원균이 활동하기에 좋

은 환경을 조성했다.

콜 라는 인간의 양 상태 그에 따른 면역 체계와 깊은 련을 맺

는다.인간의 내장에 콜 라 세균이 침투했을 경우,이를 극복하는데 필요

한 산과 알칼리가 충분히 생산된다면 병원균을 극복할 가능성은 높아진

다.따라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양질의 음식물을 섭취하여 강한 면

역 체계를 지닐 수 있는 계층은 그 지 못한 계층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상 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콜 라가 치성한 기간 동안 사망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62)조선의 우물에 해서는 G.W.길모어 지음,신복룡 역주,1999,『서울풍물지』,집문당,75‧97‧

213쪽;샤를 바 라 지음,성귀수 옮김,2001,「조선종단기」『조선기행』, 빛,82쪽;OliverR.

Avison,황용수 책임번역,2006,『고종의 서양인 典醫 에비슨 박사의 에 비친 구한말 40여년

의 풍경』, 구 학교,229‧230쪽 참고.

63)박제가 지음,이익성 옮김,2011,『북학의』,을유문화사,233쪽.“溲溺則尤無其器,… ,都下則日

委之於庭宇街巷,以至井泉皆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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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조 즉 의정을 지내고 추부사로 있던 李時秀(1745∼1821)

의 죽음을 시작으로 훈련 장 徐英輔,지 추부사 趙弘鎭이 8월 20일 사

망했다.64)지 추부사 李普天, 서 金羲淳, 조하 李庚運이 동월 27일

에 죽었다.65) 한 호군 尹益烈은 26일,“자신이 하루 괴질에 걸려 밤

낮으로 설사하고 사지가 검푸른 색으로 변한 채 쓰러져 있다.”라는 상소

를 하고 있는데,66)사흘 뒤에 사망한다.67)한편 청나라 사신 一大通官 博

慶이 정조의 왕비인 孝懿王后의 國喪에 제사를 지내는 일로 조선에 왔으

나,中和府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68)이후로도 연이어 사망

자가 발생하여 9월 2일에는 호군 朴宗京,11일에는 어 장 張鉉 이

각각 사망했다.69)

콜 라는 질병의 특성상 지 의 높고 낮음에 상 없이 희생자를 발생시

켰다.그러나 상 으로 권력도 있고 경제 으로 여유로운 계층에서의

희생자가 하층민보다는 었다.이는 변부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부인

역시 콜 라에 감염되었으나 살아남은 정원용의 생각에서도 확인된다.70)

그는 콜 라에 해,“평일 잘 조섭한 자들은 많이들 온 할 수 있었다.

民 가운데 상한 사람이 많고, 인은 으며,사 부는 더욱 었다.”71)

라는 평가를 내렸다.이러한 논평은 풍부한 경제력과 좋은 양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계층과 그 지 못한 계층 간의 면역력 차이가 분명히 작용

하고 있음을 반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아울러 당시 사람들 역

시 이를 경험상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64)『純祖實 』 순조 21년 8월 20일 辛酉.

65)『純祖實 』 순조 21년 8월 27일 戊辰.

66)『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26일 丁卯.“護軍尹益烈疏曰,伏以,卽伏見吏曹差帖,以臣爲今月二

十九日明陵修改告文祭獻官矣.臣敢不■(足+曷)蹶趨承,而忽自日前,重患輪行怪疾,晝夜水泄,四體

靑黑,一直僵臥,去鬼不遠,以此病狀,時日之內,蠢動末由.”

67)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 ,1983,『海平尹氏大同譜』卷三,回想社,877쪽.

68)『純祖實 』 순조 21년 8월 30일 丁未;9월 1일 戊申.

69)『純祖實 』 순조 21년 9월 2일 己酉;9월 11일 戊午.

70)정원용 지음,허경진·구지 옮김,『국역 경산일록』2,44쪽.정원용은 부인이 콜 라에 걸려

설사를 하자,하룻밤에만 加味胃苓湯, 合元,痧氣靈丹,加味三白湯 등의 약을 십여 차례나 사용

할 정도로 경제 여유가 있었다.

71)정원용 지음,허경진·구지 옮김,『국역 경산일록』2,45쪽.“(九月)十八日,… ,平日攝養 ,多

得全, 民多傷,中人爲 ,士夫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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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정부의 콜 라 인식과 응

조선 왕조의 통치자들은 어진 정사(仁政)차원에서 질병 문제에 근하

고,시혜 차원에서 民 치료를 행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72)『經國

大典』에는,“환자가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에서 지 하

고 그 밖에는 본읍에서 의약을 지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백성들의

구휼에 한 정부 책임을 명시했다.백성에 한 정부의 진휼 책무는 당

인들의 사고에서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특히 “백성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夭死하는 天災가 유행할 때는 에서 구조해야 한다.”라는 의

식이 더욱 강렬했다.73)이는 국왕을 비롯한 국정 운 의 최고 수행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되는 피지배층의 삶과 질병에 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염병이 창궐했을 때 보이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공통된 인식은 다음

과 같다.그것은 사악한 기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과 국정의 최고 수행

자로서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행 때문에 나타났다는 인식이었다.이러한

반응은 조선왕조가 창건된 이후 역 지배층에게서 동일하게 보이는 정신

세계 다.74)이는 일반 백성을 한 어진 정사의 의미로 강조되던 성리학

의 사고 체계가,언어 그리고 습 차원에서 발로된 표 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그 내면에는 안정 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해 피지배층

에 한 심과 배려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집권층의 생각이 표

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다스릴 백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통치자가

갖는 의미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상의 정치행 는 지 의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상징 인 의

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념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최소한의 언어 표 조차 행하지 않을 경우,이는 국정을 총 하

72)최종성,2002,『조선조 무속 國行 禮 연구』,일지사,279쪽.

73)정약용 ,1971,「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민족문화추진회,256쪽.

74)정다함,2009,「조선 기의 정치 ‧종교 질병 ,醫‧藥의 개념‧범주,그리고 치유방식」『韓

國史硏究』146,130∼1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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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황소 머리76)

는 국왕이나 정승으로서의 자질과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했다.즉 조선

의 통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이 실제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당

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유교 경 상의 ‘仁의 정치’를 의식해

야 했다.그들로서는 백성들과 ‘苦樂’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맹자』에

서 강조하는 정치’75)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함께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유행병이 돌 시,조선 정부에서 취했던 정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근 이 조선과 국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황소를 보호하기 해

도살을 엄격히 지했다.이는 “농사가 흉년이 드는 것은 소를 잡는 데에

서 비롯된다.”는 사고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그 내면에는 인

간이 평생 황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

고 살면서 황소를 도살할 경우,이는 천지

의 화기를 손상시켜 자연의 운행질서를 깨

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77) 그러나

유행병이 성행하여 백성들이 쓰러지는 상

황에서,조정은 평상시의 법령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실제 조선

민간에는 소의 ‘생피(生血)’를 문에 바르거

나 소의 머리를 문 앞에 두면 염병을

일으키는 疫神이 두려워 도망한다는 믿음

과 습이 있었다.78)

이외에도 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정부의 주요 책 가운데

75)『孟子』,「梁惠王章句上」,“梁惠王問曰,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河內凶則移其民於東,移其

粟於河內,河東凶亦然.”;「梁惠王章句下」,“齊宣王問曰,文王之囿,方七十里,有諸,… , 民同

之,民以爲 ,不亦宜乎.”이는 周나라 문왕이 70里되는 동산을 백성들과 함께 사용하거나 어

도 흉년이 든 곳으로 곡식을 옮길 수 있는 통치자의 심과 실행력이라고 할 수 있다.

76)조선총독부 엮음,신종원·한지원 옮김,2013,『조선 생풍습록』,민속원,173쪽.

77)소 도살에 한 조선시 사람들의 생각에 해서는 강명 ,2003,『조선의 뒷골목 풍경』,푸

른역사,227쪽 참조.

78)村山智 ,金禧慶 옮김,1993,『朝鮮의 鬼神』,東門選,144‧231쪽.村山智 이 인용한 『石潭日

記』에 의하면,宣祖 10년(1577)에 소의 생피를 문에 바르면 역신이 도망한다고 하여 소를 도살

하는 자가 상당수에 이르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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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시체를 매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 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을 경우,정부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시신을 묻어주도록 조치했

다.이는 지방 들의 책무로 강조되었다.79) 한 조정은 도성 안 의 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진휼청에서 과 거 을 지 하게 했다.

한 지방에서도 廬幕을 설치하고 서울에서와 같이 굶주림을 구해주도록

했다.80)이때 사망자의 경우 성 밖으로 실어내어 깊이 묻어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선 정부는 염병이 유행할 때 민간에 약재를 공 하여 백

성들을 구제했다.당시 일반 으로 사용되던 약재는 聖散子와 炮附子,生

附子 던 것으로 보인다.성산자는 당삽주 뿌리,방풍나물 뿌리,후박나무

껍질, 령 버섯,택사 뿌리 각 두 냥,구릿 뿌리,궁궁이 뿌리, 작약

뿌리,곽향 잎,시호 뿌리 각 반냥,마황 기,승마 뿌리,강활 뿌리,독활

뿌리,탱자 껍질,오수유 열매,족두리 뿌리,고본 뿌리,복령 버섯 각 7 ,

석창포 뿌리, 두구 열매,고량강 각 8 ,감 두냥 반,오두 뿌리 한 개

를 넣어서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는 약이었다.제조비용은 한 첩당 돈 7葉

으로 값이 매우 렴하 다.이에 丁若鏞(1762∼1836)은 그의 서 『牧民

心書』에서 “수령이 되어 염병이 유행할 경우,수만 을 사용해서라도

성산자를 으로 제조하여 민간에다 이를 헐값에 다면,많은 사람

들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81)실제 李基讓(1744∼1802)

이 1784년(정조8)文義縣令이 된 후,82) 염병이 발생하자 이웃 마을인

淸州와 沃川까지 성산자를 처방하여 백성들을 살려냈다.정약용 자신 역

시 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1809년(순조9)과 1814년(순조14) 염병이

유행하자 이 처방 을 알려주어 민간의 생명을 구제하기도 하 다.83)

79)『正祖實 』 정조 23년 5월 22일 己卯.“大司諫申獻朝啓 ,今春輪疾死亡甚多,內而五部,外而八

路,咸蒙惠䘏之典,得而趁期掩埋,凡爲邑倅 ,雖在凡民之喪,固當匍匐救恤,仰體聖朝爲民之意.”

80)『正祖實 』 정조 22년 10월 21일 辛亥;정조 23년 1월 13일 己未.

81)聖散子의 처방과 제조비용에 해서는 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

문화추진회,256∼257쪽 참조.“聖散子 ,蒼朮製防風厚朴,薑炒豬苓澤瀉煨各二兩,白芷川芎赤芍藥

藿香柴胡各半兩,麻黃升麻羗活獨活枳殼吳茱萸泡細辛藁本茯苓各七錢,石菖蒲草豆蒄良薑各八錢,甘

草二兩半,大附子一枚,右爲粗末每服三錢,水二鍾,棗一枚,煎八分稍熱服.”한약재 명칭은 표 국

어 사 (http://stdweb2.korean.go.kr)을 활용하여 변경했다.(이하 약재명도 동일)

82)『承政院日記』 정조 8년 4월 21일 乙巳.“再政,吏批,… 李基讓爲文義縣令.”

83)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6∼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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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염병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이 사망할 경우,당시 사람들의 사고

에서 이치에 맞는 치료 행 는 정부가 제사 의례를 통해 기원해주는 방식

이었다.이는 부정 기운에 해 이를 冤魂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인식이

당 인들의 일반 사고이자 믿음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84)실제 조선인

들은 여러 귀신 에서도 가장 악독한 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서도 복

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冤魂이라고 인식했다.85)바로 이들이 여제의 주요

상이 된다는 에서,86)민간에서 여제에 거는 기 와 요성이 그들에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제는 귀신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없애기 한 祈禳의 성격에

서 淸明日과 7월 15일,10월 1일 정규 시행 다.천연두·홍역·콜 라 등의

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비상사태의 경우,정기 여제 이외에

‘특별 여제(別厲祭)’도 시행되었다.87)이와 함께 안제라는 의식이 있었는

데,이는 여제와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쟁과 기근 는 염병으로 근

래에 죽은 사람들을 해 행해졌다.88)

1821년(순조21)8월 콜 라가 발생하여 할 구역 안에 치성하다는 평

안감사의 보고를 한 후,순조가 보인 반응은 두 가지 다.89)이는 사악

한 기운이 역병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자신처럼 德 없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서 調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재앙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이다.신료들 역시 콜 라를 과거에는 없던 큰 재앙으로 악하면서 순

조와 유사한 인식을 보 다.좌의정 南公轍(1760∼1840)과 우의정 林漢浩

84)이욱,「 염병과 여제」『조선 시 재난과 국가의례』,377쪽.

85)H.B.헐버트,신복룡 역주,『 한제국멸망사』,472쪽.

86)B.왈라번,앞의 논문,247쪽;이욱,앞의 책,325쪽;村山智 ,金禧慶 옮김,앞의 책,132쪽.여

제의 상자는 다음과 같다.1)병기와 칼날을 맞아 죽은 자 2)火災,水災,도 을 만나 죽은 자

3)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당해 죽은 자 4)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 5)부당한

처벌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자 6)자연재해나 염병으로 죽은 자 7)맹수와 독충에 해를 당해

죽은 자 8)굶주리고 얼어 죽은 자 9) 투하다 죽은 자 10)危急함으로 자살한 자 11)담이 무

져서 압사한 자 12)분만 에 죽은 자 13)벼락 맞아 죽은 자 14)추락하여 죽은 자 15)죽어

서 후사가 없는 자.

87)이욱,앞의 책,301‧304쪽;왈라번,앞의 논문 253쪽;여제를 시행하는 일자에 한 기록은 『世

宗實 』 세종 22년 6월 29일 己亥에서 확인된다.

88)B.왈라번,앞의 논문,254쪽.

89)『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日省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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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827)는,“ 염병이 유행하여 팔도에 시체가 산처럼 쌓인 것은 자

신들처럼 不肖한 사람들 때문이다.”90)라고 언 하며 직시켜 것을 상

소했다.사간원 正 鄭宗顯은,“여름부터 계속된 비는 이 에 없던 재앙

의 징조인데,陰邪와 乖氣가 쌓여 괴질을 이루었다.”91)라고 분석했다.그

는 “災異가 온 것은 하늘이 고해주는 경계이며,자신을 반성해서 덕을 닦

아 하늘에 응하면 天心을 돌이켜 재앙을 祥瑞로 만들 수 있다.”92)라고 주

장했다.이는 재앙해소를 한 정치 주체로서의 응을 순조와 재상들에

게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염병이 돌아 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치그룹은 仁의 정

치를 통해 질병 문제에 응하고자 했다.순조는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콜

라가 속히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한 지 이틀 만에,감옥에 있는 죄

수 가운데 죄질이 가벼운 자를 석방하도록 조치했다.93)이에 義禁府와 典

獄署의 죄수 가운데 죄가 가벼운 19명을 당일 즉시 석방했다.94) 한 도

성에 콜 라가 왕성하여 민심이 소란스럽다는 소식을 한 조정은,5일을

기한으로 황소 도살을 지하는 법령을 일시 풀어주었다.95)이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어진 정사를 실 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 다.

한편 콜 라 발생으로 인해 9월 1일 도성 길가에 죽은 시체가 있자,순

조는 한성부 郎廳으로 하여 길가에 쓰러진 시체를 일일이 발하도록

했다.아울러 1799년(정조23)의 사례에 의거하여 진휼청에서 구휼하도록

90)『純祖實 』 순조 21년 10월 18일 乙未;순조 22년 10월 13일 甲寅.

91)『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今夏恒雨,已是無前之咎徵,而陰邪乖氣,積成怪疾.”

92)『日省 』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嗚呼,災異之來,仁天之告警也.反己修德應天,以實則天心

可回,反災爲祥.”

93)『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6일 癸巳.“敎曰,輪疾甚怪,滯囚可悶,輕囚放釋.”

94)『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16일 癸巳.“柳■(氵+第)啓曰,… ,馳往義禁府取 囚徒案,則時囚

罪人李敬參李謙秀以獻官, 有身病,趁不出齋罪,保放罪人吳致奎以天安郡守,赴任遲滯罪,鄭弘相

以公淸兵虞候,宿衛軍換面點 罪,係是輕囚,故竝依傳敎放 .… ,仍爲馳往典獄署,… ,其餘各司

雜犯,他錢不報,討索鄕民,不入番別監次知,潛屠發賣,歐打人物罪人鄭 賢羅成文姜仁喆張漢柱梁

三得李啓昌金聖喆金珍顯鄭觀哲,婢尙心金道 梁春三林昌孫吳景豐朴昌根等十五名,罪名旣係輕囚,

故竝依傳敎放 之意,敢啓.傳曰,知道.”

95)『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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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했다.96)이에 진휼청은 10월 8일 한성부 中部에서 6명,西部에서 19

명,南部에서 27명 등 도합 52명을 매장했다고 아뢰었다.97)그러나 세균이

잠잠해진 1821년 10월 18일 겨울의 날씨에도 사망자 시신은 처리되지

못한 채 산간에 방치되어 있었다.당시 상황을 사헌부 원 李南圭는 “

년 가을 유행병이 하루 녁에 일어나,여러 큰 도회지를 소탕하여 남김

이 없습니다.지 도성의 문 십리 밖에 해골이 쌓여 골짜기를 메우고 있

는데도 가난하여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한겨울이

되기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 것을 건의했다.이를 한 조정

은 서울과 지방에서 실질 인 조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 들을 거

듭 경계시켜야 했다.98)

콜 라가 1821년 평안도에서 발생한 후 도성으로 확산되자,정부에서

함을 구제하기 해 한의학 차원에서 마련한 처방은 合元이었다.99)

소합원은 삽주 덩이 기,목향 뿌리,침향나무 나뭇진,사향,정향나무 꽃

우리,안식향나무 나뭇진,백단향나무,鑛物인 朱砂,코뿔소 뿔,가리륵

열매 껍질,향부자 뿌리 기,필발 열매 각 2냥,소합향나무 기름,유향나

무 나뭇진,용뇌나무 기에서 나오는 흰색결정체 각 1냥을 가루낸 후 꿀

로 반죽해서 만드는 약이었다.100)

콜 라 창궐 당시 정부에서 지 한 의약은 소합원과 성산자 이외에도

지방 들의 심과 한의학 수 에 따라 다양한 약재가 만들어져서 민간에

지 된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寧邊에서는 소합원 이외에도 痧氣靈丹과

淸溫解毒丸,扶元解毒丸 등을 마련하여 환자들 가정에 지 했다.101)그러

96)『純祖實 』 순조 21년 9월 1일 戊申;『日省 』 순조 21년 9월 1일 戊申.

97)『承政院日記』 순조 21년 10월 8일 乙酉.“又以賑恤廳 啓曰,謹依下敎,路傍僵屍中部六名,西部

十九名,南部二十七名,合五十二名,各錢一兩分給,使之一一埋瘞之意,敢啓.”

98)『純祖實 』 순조 21년 10월 18일 乙未.“掌令李南圭,疏陳 和之政以爲,今秋沴氣,一宵闖發,凡

屬大都 處,掃蕩無餘,見今城闉十里之外,積骸塡壑,貧不能營葬.伏願亟命京兆五部官及各道地方

官,趁此寒冱未嚴,另加掩埋之政.殿下赤子,其 生死而含恩.批曰,所陳令廟 ,嚴飭京兆及各道.”

99)『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15일 己亥.“漢浩曰,近來怪疾大熾於都下,聞甚危懍,救急之方,惟

合元而已,自內局優數製置,則自然流及於民間矣,以此意分付藥房,何如.上曰,唯.”

100)허 ,조헌 외 11인 번역,2003,「內景篇」『原文·譯 東醫寶鑑』,여강출 사,99쪽.“白

朮木香沈香,麝香丁香安息香,白檀香朱砂犀角,訶子皮香附子蓽撥各二兩, 合油乳香龍腦各一兩.”

101)정원용 지음,허경진·구지 옮김,『국역 경산일록』2,44쪽.“(九月)十六日,… ,其間製貼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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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약이 미치지 못한다.”102)거나,혹은 “치료법을 알 수 없다.”103)라는

평가가 부분인 을 미루어 보면,콜 라에 한 한약의 실질 인 치료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콜 라에 한 한의학 처는,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821년

의 콜 라가 잠잠해지고,그해 겨울 북경의 葉東卿이 정약용에게 유리창

의 각본 약방문을 보내오면서 조선에 소개 다.섭동경은 두 가지 방안

을 달했다.하나는 쥐엄나무 열매껍질과 민족두리풀을 각 3 5푼,鑛物

인 硃砂와 鑛物인 明雄黃 각 2 5푼,당목향 뿌리와 귤껍질,곽향 잎，도

라지，박하 잎， 뿌리，구릿 뿌리，방풍나물 뿌리，반하 덩이

기，감 각 2 ,불에 구워서 결정수를 없앤 백반 1 5푼을 함께 갈아

서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책이었다.104)다른 하나는 곽향 잎，토패모

기，인동덩굴 꽃 각 2 ,사인풀 씨，후박나무 껍질 각 1 ,降眞香 5

푼,생감 8푼을 물을 넣고 달여서 복약하는 방식이었다.105)섭동경이 보

내온 처방에는 복약과 함께 ‘침’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되었다.우선 환

자의 넓 다리에 붉은 힘 이 나타날 경우 히 이를 침으로 따서 피를

빼낸다.피를 낸 후에는 다시 열 개의 손가락 끝과 양쪽 팔을 침으로 따

고 붉은 피를 뺀 후,재차 약을 복용하는 방식이었다.106)

콜 라 극복을 한 한의학 처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기

도와 제사로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자연스러웠다.이는 국가 차원에

서 백성을 해 행하는 의료행 의 실 으로,“나라에 큰 妖氣가 있으면,

祈禳(기도)하는 것이 禮이다.”107)라는 순조의 입장에서 확인된다.이는 민

及痧氣靈丹,淸溫解毒丸, 合元,扶元解毒丸等藥,出付 廳,使之隨病家來素,出給.”

102)『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3일 庚寅.

103)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9쪽.

104)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9쪽.“牙皁北細辛各三錢

五分,硃砂明雄黃各二錢五分,唐木香陳皮藿香，桔梗薄荷貫仲白芷，防風半夏甘草各二錢,枯礬一錢

五分,共硏細末.”

105)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9쪽.“藿香土貝母硏,金

銀花各二錢,砂仁硏厚朴各一錢,降眞香硏細五分,生甘草八分,右用淸水三鍾煎至一鍾去渣服.”

106)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9쪽.“凡發此症,爲時甚

猝,如製藥不及, 看兩 腿後至腿灣,現有紅筋,急用針挑刺出血,擠至血盡,竝刺十指 兩手內腕,

俱挑出紅血,症尙可救,再行服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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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안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효과를 주었다.

순조 21년(1821)의 콜 라는 7월 말 평양 府中에서 유행했는데,평안감

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약재 지 과 제사 의례가 동시에 진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부 성 안 에 지난달 그믐 사이에 갑자기 유행하는 괴질이 있어 吐瀉와

關格으로 잠깐사이 사망한 이가 열흘 내에 1천여 명에 이르 습니다.의약도

미치지 못하는 바이고 구제할 에 방법도 없으니, 앞의 경이 아주 참담

합니다.… 우선 먼 本府의 庶尹 金炳文으로 하여 정성껏 城內의 주요

鎭山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臣이 한 장차 몸소 境內의 험한 곳에 기

도하려고 합니다.108)

실제 이와 련한 정부 의례가 厲祭인데,여제는 城隍을 主神으로 모시

면서 역병과 변괴를 가져온다고 믿어지는 厲鬼에게 올리는 제사이다.여

귀는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 후손이 없는 귀신으로,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게 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조선인들은 자

손 없이 죽은 사람의 귀신은 구히 땅에 머물면서 큰 재난을 다는 믿

음을 갖고 있었다.사람들은 여귀가 염병을 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

며,여제는 역병을 막기 한 것이 주요 목 이었다.109)

조선의 각 지역에는 厲祭를 지내는 厲壇이 마련되었다.1474년(성종5)

완성된 『國朝五禮 』에는 앙의 여제 차를 기록한 「厲祭 」와 지방

의 여제 차를 기록한 「州縣厲祭 」 항목이 있다.따라서 1474년 앙

과 지방에는 식을 치루기 한 厲壇이 正宮과 아를 심으로 북쪽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110)한편 1671년( 종12)도성에는 北郊 이외 東

107)『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國有大祲,祈禳禮也.”

108)『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3일 庚寅.“平壤府城內外,自去月晦間,忽有輪行怪疾,吐瀉關格,

刻殞斃,旬日之內,多至千餘.而醫藥所不及,救止無其術,目下景色,萬萬驚慘.… ,故先使本府庶尹

金炳文,虔誠祈禳于城內主鎭山矣.… ,故臣又 躬禱於境內靈異處.”

109)‘여귀’에 해서는 村山智 ,金禧慶 옮김,앞의 책,161쪽;B.왈라번,앞의 논문 255쪽;이욱,

앞의 책,305‧320‧323쪽.여제는 염병을 소멸시키기 해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가뭄이 발생

했을 때도 이를 극복하기 하여 설행되었다.

110)여단의 치에 해서는 신동원,『호열자,조선을 습격하다』,48쪽;法制處,「厲祭 」『國朝

五禮 』1,382쪽 “發告城隍壇,行祭北郊壇”,385쪽 “北郊陳設”;「州縣厲祭 」『國朝五禮 』1,

391쪽 “北郊陳設”;논문에서 인본은 民昌文化社 『국조오례의』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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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南校에 기근과 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집단 매장지가 별여제 장소로

등장한다.이는 1786년(정조10)4월 도성의 四部라는 공간에 별여제를 지

내는 형태로 바 었다. 염병이 국에 퍼져 각 道별 감사가 이를 보고

할 경우, 앙 정부는 해당 지역에 향과 축문을 보내고 일정한 곳에 여제

를 지내게 했다.이때 지방에서 여제를 지내는 곳은 ‘中央處’는데,이는

공간상 간지 에 해당하는 장소 다.111)

여제는 제사를 지내기 사흘 城隍壇에서 성황신을 모시고 언제 제사

가 있을 것인가를 아뢰는 ‘發告祭’부터 거행한다.이는 지역의 여귀를 소

집하기 해서는 성황신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성황신이 해당 역

의 수호신으로서 존 의 상이라는 을 의미했다.112)발고제 후 사흘째

되는 날 북교 여단에서 여제를 지내는데,이때 성황신을 主神으로 삼아

신 를 단의 북쪽에 남향하여 세운다.그리고 아래에는 여제의 상이 되

는 열다섯 신 를 좌우로 마주보게 하여 배열한다.발고제는 정규 여제에

서 행해졌으나 1662년( 종3)5월 이후 별여제에서도 시행된다.113)

콜 라가 번지던 1821년과 1822년 별여제에서 서울 북교 여단의 祭官으

로는 한성부 正 三品 이상의 원이,동‧서‧남교 제 으로는 經筵에 참여

하던 신하가 선발되었다.발고제에는 정기 여제에서 뒷받침되던 祭品이

지원 다.별여제의 祭文은 藝文館에서 마련했으며,제물은 정기 여제의

품목과 수량을 지원하되 담당자들의 각별한 정성을 요구했다.114)여단

에는 짐승들이 제물로 놓 으며,115) 식에는 조선시 사람들의 사고에

부합하는 엄숙함이 요구되었다. 식에 어떠한 실수라도 있을 경우 책임

자 처벌이 뒤따를 수 있었다.116)

111)顯宗 (1641∼1674)이후 여제 정비에 해서는 이욱,앞의 책,352∼368쪽 참고.

112)성황신에 해서는 이욱,앞의 책,312쪽;村山智 ,金禧慶 옮김,앞의 책,137쪽 참고.

113)여제 차에 해서는 이욱,앞의 책,305‧375쪽.

114)『承政院日記』 순조 22년 7월 22일 壬午.“昨年別厲祭設行時,北郊遣京兆 上,東西南三郊,遣

經幄之臣,而城隍發告祭,前期三日先行,祭品,依己未乙亥年以常時厲祭例設行矣.今亦依此磨鍊,而

北郊及東西南三郊別厲祭,不卜日,今七月二十七日定行,城隍發告祭,依例前期三日同月二十四日先

行,祭文,令藝文館撰出,祭物則依常時品數,各別精備虔誠設行事,知委擧行.”

115)OliverR.Avison,황용수 책임번역,앞의 책,419쪽.

116)J.S.게일 지음,신복룡 역주,1999,『 환기의 조선』,집문당,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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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라가 속도로 확산되고 한 의학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진정시키기 한 정부 책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내에서 가장 합당하다

고 여겨지던 제사 의례의 설행에 집 되었다.이는 별여제와 안제,양재

제 등 기존 인식 체계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제사의 신속하고 집 인

설행이었다.이에 한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 라의 내 유입과 확산을 알리는 평안감사의 보고를 한 순조는

다음날 평안도와 황해도에 別厲祭와 慰安祭의 설행을 지시한다.117)이에

비변사는 제사에 쓰이는 香과 祝文 祭物을 앙정부에서 마련해 보내

자는 책을 세운다.118)순조는 평양부의 厲壇과 牧丹峰,大同江에 香과

祝文을 보내도록 지시하면서 날을 가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山川에 禳災

祭를 지낼 것을 명령한다.119)

콜 라로 인해 都城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8월 17일 순조는 도성에

여제의 설행을 지시한다.120)이에 禮曹는 서울 北郊와 東郊·西郊 그리고

南郊에서 22일 別厲祭를 설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왕의 허락을 얻는

다.121)순조는 별여제를 지내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놓지 못하여 추가로

원을 山川에 보내어 양재제를 행하도록 지시한다.122)이에 조는 24일

서울 三角山과 木覓山,그리고 漢江에서 제사를 설행하겠다는 것으로 보

고하여 국왕의 윤허를 얻는다.123)8월을 지나 9월에 들어서면서 콜 라가

경상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감사의 장계가 올라오자,비변사와 조는 嶺

南에 별여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다.124)

1822년 4월 말부터 콜 라는 서울과 강원도,평안도에서 활동한다.5월

말 주에서 콜 라는 사람들을 공격한 이후 호남으로 번져나갔다.이에

감사가 작년의 사례 로 道內에서 별여제를 시행하게 해 것을 요청하

117)『日省 』 순조 21년 8월 14일 辛卯.

118)『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4일 辛卯.

119)『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日省 』 순조 21년 8월 15일 壬辰.

120)『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7일 甲午.

121)『日省 』 순조 21년 8월 17일 甲午.

122)『純祖實 』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

123)『日省 』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

124)『日省 』 순조 21년 9월 21일 戊辰;『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22일 戊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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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앙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125)

6월 순 이후 콜 라가 황해도 마을마다 극성하자 감사는 장계를 올려

道內에서 별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126)

순조는 괴질로 도성에 사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함께 황해도의 사망자

보고가 올라오자 조로 하여 역에 공문을 보내 실정을 악하게 했

다. 한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별여제와 안제를 행하며,도성은 별여제

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127)이에 조는 도성에서는 별여제를,各道

개성· 주·수원·강화 등의 四都에서 시행할 별여제와 안제는 공문을 보

내 경계시켰다고 보고했다.아울러 조는 황해도와 호남에도 별여제와

안제를 일체 설행하자는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얻는다.128)

국왕의 명에 응하여 7월 말 개성과 수원, 주의 留守들이 할 구역

내의 사망자 황을 보고하자 조정은 먼 별여제를 드린 후 안제를 설

행할 것과 별여제 시행 삼일 성황발고제를 드리도록 조치했다.129)8월

강원감사는 지역 내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증세로 죽은 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하며 별여제와 안제 설행을 요청했다.이에 조정은 감사가 날

을 가리지 말고 여제시행 후 안제를 행하며,성황발고제 역시 여제를

행하기 3일 에 지내도록 조치했다.130)평안감사 한 콜 라로 인한 사

125)『純祖實 』 순조 22년 7월 3일 乙亥;『日省 』 순조 22년 7월 3일 乙亥.

126)『日省 』 순조 22년 7월 11일 癸未.

127)『日省 』 순조 22년 7월 22일 壬午.“敎曰,近聞都下怪疾,尙多死亡之患,而昨見海伯狀啓,道內

死亡,至於萬餘人之多,聞極驚惻.海西湖南,雖請別厲祭,湖西則姑無死亡實數之狀聞 ,嶺南 他道

則寂然,果無流行之患而然歟.自該曹,關問各道,其死亡尤甚處,別厲祭及慰安祭,依昨年兩西例爲之

事,分付諸道臣,京中別厲祭,亦爲依例設行事,分付.”

128)『日省 』 순조 22년 7월 22일 壬午.“禮曹啓 ,北郊及東西南三郊別厲祭,今二十七日定行,各

道四都,別厲祭及慰安祭,今方關飭,而海西湖南則慰安祭一體設行事,請分付,允之.”

129)『日省 』 순조 22년 7월 26일 戊戌.“禮曹啓 ,… ,別厲祭及慰安祭,當爲設行而侑文卽諸道各

邑該倅設行之例,香祝令該司急速下 ,先行厲祭後行慰祭,城隍發告祭,前期三日先行事,請竝分付,

允之.”;순조 22년 7월 27일 己亥.“禮曹啓 ,… ,別厲祭依狀請設行,而竝 城隍發告祭慰祭,香祝

令該司,急速下 ,以爲先行厲祭後行慰祭,而城隍發告祭,前期三日先行事,請竝分付,允之.”;순조

22년 7월 29일 辛丑.“禮曹啓 ,… ,別厲祭依狀請設行,而竝 城隍發告祭慰祭,香祝令該司急速下

,以爲先行厲祭後行慰祭,而城隍發告祭,前期三日先行事,請竝分付,允之.”

130)『日省 』 순조 22년 8월 3일 甲辰.“禮曹啓 ,觀此江原監司申在植狀啓則,以爲本道列邑,始自

四月,民間流行之疾,或以吐瀉或以關格,延綿不絶,以臣營下所見推之,乖沴中毒死 ,甚夥許多,非

命尤切慘惻,別厲祭及慰安祭,不可不設行,香祝令該曹,磨鍊下 ,本道輪疾,人命死亡數甚夥多,別

厲祭慰安祭,依狀請,當爲設行,香祝令該司,急速下 ,道臣不卜日設行,先行厲祭後行慰祭,而城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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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를 알리면서 만일 별여제와 안제를 설행한다면,고을 수령들에게

작년의 에 의지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각별히 신칙하겠다고 밝혔다.131)

1822년의 콜 라는 바다를 건 제주도까지 확산되었다.제주도의 발병

소식을 한 조정은 사헌부 집의 趙庭和를 慰諭御使로 삼아 牧使와 함께

안제를 설행하게 했다.132)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콜 라 같은 염병으로 규모 인명 손실

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주요 정책은 여제나 안제,그리고 양재제 등의

제사 의례를 지내어 재의 살아있는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특히 ‘仁의 정치’를 사회 가치 으로 삼은 조선에서 여제는

요한 의미를 지녔다.여제는 국왕을 비롯한 통치 집단이 어진 정치를 수

행하기 해 정 히 계획한 의식이었다.이를 통해 정부는 콜 라를 사악

한 귀신의 악독한 짓이라 여기던 민심을 감싸고 달랠 수 있었다.아울러

민 들은 여제를 통해 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충족

시킬 수 있었다.

19세기 조선 지식인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에 해,“코로 그

病의 蒸氣를 냄새 맡는 데서 감염된다.”라고 인식했다.따라서 이를 피하

기 한 한 방법으로는 “병에 오염된 증기를 냄새 맡지 않을 수 있는

지 을 경계선으로 삼아 한계를 정해서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133)

이러한 인식은 루이스 스퇴르(LouisPasteur.1822∼1895)가 1877∼79년

미경으로 탄 균을 발견하고 로버트 코흐(RobertKoch.1843∼1910)가

1883년 콜 라균을 찰하기 까지,유럽인의 사고와 비슷한 측면이 있

었다.134)세균 발견 까지의 유럽인들 역시 염병 발생 원인을 땅 속의

시체나 부패물질,오물구덩이에서 나오는 불순한 공기 탓으로 여겼기 때

發告祭,亦前期三日,先行事請,竝分付,允之.”

131)『日省 』 순조 22년 8월 10일 辛亥.“狀啓以爲,怪疾已自春終若燃宿火,各邑死亡,爲六千一百

十三口,萬萬驚慘.詳察沴氣劇歇,別厲祭及慰安祭,如可設行,則各該邑宰依昨年例,操文侑之之意,

各別申飭,熾息形止,設祭 否,待其齊報,登聞計料.”

132)『純祖實 』 순조 22년 10월 19일 壬午;10월 24일 乙丑.

133)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5쪽.

134)병원균의 미경 찰에 해서는 리엄 H.맥닐,허정 옮김,앞의 책,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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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135)

유럽에서 콜 라가 처음 유입된 곳은 러시아이다.러시아에서 콜 라는

1829년 오 부르크(Orenburg)에서 시작 는데,인도에서 아 가니스탄과

페르시아를 거쳐 러시아로 유입되었다.콜 라는 빠른 속도로 러시아에

퍼져 1830년 가을에는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를 덮쳤다.

차르 니콜라이 1세(1825∼1855)는 검역소를 설치하고 피해자 격리를 명령

했으며,지방마다 강력한 규제 기구를 설치했다.그러나 정부가 염을 막

기 해 설치한 검문소는 범 한 불만을 일으켰다.이러한 조치

는 콜 라 확산을 막지 못했다.136)격리에도 불구하고 콜 라를 억제할

수 없자,러시아 정부는 상인들의 이동식 주택을 차단했다.이 기간 동안

하층 계 에서만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억압 격리는 폭동으로

이어져 정부건물과 학교,기업,극장 등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831년 6월 22일 이들은 수도로 몰려와 주요 콜 라 병원을 습격하며 의

사들을 죽 다.정부는 포로 무장한 2개 연 의 군인들을 동원하고서야

폭동을 진압할 수 있었다.137)

콜 라가 처음 유입된 1830년 유럽 역시 아직 세균설이 등장하지 않

은 시기 다.138)유럽에는 병이 ‘나쁜 공기’에 의해 퍼진다는 설과 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의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었으나 자가 일반

이었다.러시아의 정책은 세균의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군 에 의한

차단선 설치, 쇄,격리라는 강압 수단을 동원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졌다.이러한 정책은 인구와 상품의 이동을 막았다. 한 사

람들의 기존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군 의 분노와 폭동을 유발했다.139)

135)앤서니 그래 턴 지음,서성철 옮김,2000,『신 륙과 묵은 텍스트들』,일빛,216쪽;

데릭 F.카트라이트‧마이클 비디스,김훈 옮김,앞의 책,228쪽; 리엄 H.맥닐,허정 옮김,앞의

책,291쪽.“유럽의 염병 원인에 한 논쟁은 두 가지이다.첫째 히 크라테스(BC460∼BC377)

시 부터 불순한 공기 때문이라고 믿는 장기설(miasma)과 지로라모 라카스토로(Girolamo

Fracastoro.1478?∼1553)가 제창한 염병 감염설이다.”

136)J.N.Hays,1998,TheBurdensofDisease,NewJersey,pp136∼141참조.

137)콜 라로 인해 러시아에서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 해서는 YuryV.Bosin,2009,International

EncyclopediaofRevolutionandProtest,Blackwell,pp2877∼2878.(Russia,cholerariotsof

1830∼1831)

138)세균설에 해서는 신동원,앞의 책,6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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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벤담의 의학 친구로 해부 법안의 제정에 기여한 스미스

(ThomasSouthwoodSmith.1788∼1861)의 잘못된 견해를 따랐다.스미스

는 콜 라를 비 염성으로 악하며 나쁜 공기의 국식 변형이라 보았

고,섹스와 음주 등의 비도덕 생활,가난,정치에 한 입장 견지,가족

가치의 무시에서 오는 병이라 정의했다.140)

한편 이 시기 유럽은 콜 라를 사회 계층 경제 배경과 련하여 생

각했다.빈민가는 인구과 ,배설물 처리,새어나오는 오수 등으로 콜 라

가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141)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콜 라가

하 계층을 표 으로 삼는다고 믿었다.하층민은 콜 라의 목 이 자신

들과 같은 잉여인구 제거에 있다고 의심했다.이는 하층민의 지배층과

산층에 한 폭동으로 이어졌다.특히 국에서 ‘해부 법안’과 얽히면서

하층민들은 콜 라가 자신들의 신체를 해부용으로 얻기 한 상층민의 수

단이라 생각했고 이는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근 이후 질병 치료가 목 인 의학의 에서,조선 정부의 제

사와 기도를 주로 하는 응은 염병을 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

었다.142)그러나 이를 단순히 山川과 혼의 힘에 의지하려는 미신으로만

평가한 채 “치료가 되느냐,되지 않느냐.”하는 결과만을 논의한다면,이는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당 삶의 고뇌를 해결하려한 조선인들의 생각과

행 를 부정하는 치에 처하게 된다.비록 19세기 조선 정부의 콜 라를

극복하기 한 제사가 의학과 같은 병에 한 직 치료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당시 조선인의 념상 염병이 퍼질 경우 기도를 올리

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다.실제 염병이 성행

139)J.N.Hays,1998,ibid.,pp137∼138.

140) 국 정부의 콜 라 인식에 해서는 셸던 와츠 지음,태경섭‧한창호 공역,2009,『 염병과

역사』,모티 북,328∼329,334쪽.

141)J.N.Hays,1998,ibid.,pp140∼142.

142)조 ,앞의 논문,187쪽.조 은 “(조선 정부는)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신 이거나 임

시방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신동원,앞의 논문,54쪽.신동원은 “콜 라

에 한 통 인 응방법을 보면 그것은 ‘질병을 방하고 퇴치하여 생명을 보존한다.’는 본질

인 응이 되지 못했다.주로 자연 인 힘에 의한 종교 인 념체계 내에서 염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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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민간의 인심은 기도를 원했다.그러했기에 콜 라가 평양에 유입

되었을 당시 그 곳의 지방 은 약물 장례지원 등의 구료 활동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방법을 치료 행 로 활용했다.143)즉 조선인들의 념상,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행하는 기도와 제사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했다.

冤魂과 악령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던 조선 민 들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것을 기 했다.이러한 민간의 기

가 어 날 경우,조정의 권 가 약해지거나 반란의 분 기가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이러한 면에서 여제는 집권층에게 주어진 통치 행

다.144) 한 여제는 제사를 받들어 후손이 없는 고독한 혼에 해,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 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145)이는 死後세계

에 치한 亡 에 해서까지 국가에서 어진 정사를 구 해야 하는 상

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다.제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시

되는 사회 분 기 속에서,여제는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사회통합

亡 의 원혼이 실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악 향을 제거하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그러한 에서 정부가 주 한 여제는 민심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생각과 감정을 반 하

지 않는 정책은 그 상이 되는 이들로부터 강한 항을 받는다.19세기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나 공리주의가 성행하던 국은,성인 인구

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민·匠人·노동자의 생활 방식과 감정을 담아내지

못했다.146)같은 시기 조선 정부의 제사를 주로 한 책 한 세균의

실체를 알고서 이를 없애려는 방책은 아니었다.그러나 조선은 역 내에

서 조선인들의 생각을 수용하며 그들의 사고와 방향을 함께할 수 있었기

에 민심을 수습하며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143)『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3일 庚寅.

144)B.왈라번,앞의 논문,258쪽.

145)이욱,앞의 책,326쪽.

146)성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층 의 사람들에 해서는 셸던 와츠 지음,태경섭‧한경호 공

역,앞의 책,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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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민간의 콜 라 인식과 공포감

이 장에서는 콜 라를 처음 한 조선인들과 유럽인들의 공포감이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조선에서 창궐한 콜 라 공포를

이해하기 해서는 같은 시기 외국에서 발생한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유럽에서의 콜 라 확산은 염병 특성상 인간의 이

동과 염 경로를 함께했다.1830년 모스크바는 콜 라로 고생한 최 의

유럽 도시 는데 감염자 사망률은 50%를 넘어섰다.공포에 질린 모스크

바 시민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스몰 스크로 가는 도로를 가득 메웠으

며,병원균을 사방으로 퍼뜨렸다.이후 이 병은 폴란드와 독일로 건 가서

배를 통해 국으로 들어갔다.147)

유럽인들이 느 던 콜 라 공포는,단기간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

며 탈수로 추해지는 몰골에서 기인한 두려움은 조선인과 비슷한 반응을

보 다.그러나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하층민들이 느 던 실질

인 공포의 원인은,“상층민들이 콜 라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죽이고 있

다.”라고 믿는 사람에 한 공포가 더욱 컸다는 데에서 조선과 다른 특징

이 있었다.

죽음에 한 콜 라 앞에서의 무력감은 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1831년 콜 라가 10만 이상의 사람을 죽인 헝가리에서는 독에 당했다고

생각한 농민들이 성을 포 하고 의사와 장교,귀족들을 죽 다. 러시아

에서는 의사들이 왕으로부터 콜 라 사망자 1명당 일정한 돈을 받기로 했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사와 리들이 구타 살해를 당했다.148)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가 실시한 격리 조치는 소작농과 노동자 층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격리로 하층민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 다.149) 한 하층민은 인구

147)유럽에서의 콜 라 이동 경로에 해서는 아노 카 ,권복규 옮김,앞의 책,204쪽; 데릭

F.카트라이트‧마이클 비디스,김훈 옮김,앞의 책,227쪽.“1849년의 런던 역시 콜 라가 창궐하

여 3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1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48)콜 라로 인한 유럽의 폭력 상황에 해서는 아노 카 ,권복규 옮김,앞의 책,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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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상황에서 콜 라는 의학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잉여 인구를 제거하

기 한 귀족 정치의 음모라고 인식했다.150)소작농과 노동자 사이에서는

귀족 등 상류 계층이 콜 라에 한 책임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그들

은 의사들을 ‘상 계층의 변자’로 인식하거나 ‘구역질나거나 고통스러

운 치료법의 공 자’로 여기며 격리 병원에 수용되는 것을 두려워했다.이

와 함께 의사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루머 한 피의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규모 군 이 부유한 가정을 약탈하고 검문소를 부쉈으

며 의사들을 죽 다.151)

러시아에서 콜 라가 번지던 19세기 국은,‘최 다수의 최 행

복’을 주장하는 벤담(JeremyBentham.1748∼1832)의 ‘공리주의’가 확산되

고 있었다.152)벤담의 사상을 수용한 공리주의자들은 변호사·은행가· 료·

약사·의사로 표되는 ‘산층’의 변자로 자처하며,실질 국 통치그

룹인 토지 소유자들의 지지를 얻고자했다.공리주의자들은 1789년 랑

스 명을 통해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군 에 잘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하층부를 통제하며 상층부의 이익에

합하려는 성격이 강했다.1700년 약 500만이던 국 인구는 1800년 약

1,000만으로 증가했다.맬서스(ThomasMalthus.1766∼1834)는 잉여 인간

은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경고하며,자연이 기근· 쟁· 염병을 통해 인구

를 일 거라 주장했다.이러한 사상은 하층민들로 하여 자신들을 상층

부의 욕구에 따라 희생되는 소모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할

수 있었다.

에서 소개한 사회 상 이외에도 19세기 국 수십 군데의 지방

도시에는 ‘해부학교’가 설립되었다.이는 시체에 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을 의미했다.시체 공 을 해 해부학교 운 자들은 묘지 도굴범을 채용

했다.당시 국 사회에서는 시체를 얻기 해 살인을 하는 법 행 도

149)J.N.Hays,ibid.,pp136∼141참조.

150)셸던 와츠 지음,태경섭‧한창호 공역,앞의 책,323쪽.

151)콜 라로 인해 러시아에서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 해서는 YuryV.Bosin,ibid.,pp2877∼

2878.

152) 국 상황에 해서는 셸던 와츠 지음,태경섭‧한경호 공역,앞의 책,316∼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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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다. 컨 에든버러(Edinburgh)지역의 살인자 버크(Burke)와 헤

어(Hare)는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해부학 강사들에게

팔아넘겼다.의사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시체의 출처와 이유를 묻지 않고

이를 구입했는데,훗날 버크와 헤어가 붙잡히고서 이 사실이 폭로되었

다.153)사람들은 자신도 해부용 시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다.그

럼에도 공리주의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무지와 미신 때문에 시체를

산층 해부 학자한테 제공하지 못한다고 공격했다.노동자들의 감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자들이 선호한 ‘해부 법안’은 1828년 의회에 제출 다.

해부 법안이 1831년 왕실의 동의를 얻자,빈민 수용시설인 구빈원에서 사

망한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가 해부 학교에 넘겨졌다.법안 통과 후 1831

년 10월 콜 라가 선덜랜드(Sunderland)에 상륙하면서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콜 라로 사망한 시체를 해부하기 해 의사들이 몰려들었

으며,노동자들은 그들이 해부용 시체를 얻기 해 콜 라를 이용한다고

의심했다.그리고 이는 노동자들의 의사와 해부 학교 운 자들에 한 폭

동으로 이어졌다.

1820‧30년 콜 라의 1‧2차 세계 유행과 련하여 각국 정부는 해결

책을 갖고 있지 못했다.1830년 러시아 사람들은 콜 라가 러시아를 덮쳤

을 때,마을 사람들 의 군가가 순식간에 죽어나가고 가 살아남는지

를 에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다.당시

콜 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온 유럽을 휩쓸었으며 이에 응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무기력했다.154)콜 라 침범을 받은 이슬람 세계의 주민들 역시

동일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그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의

의학이나 신앙의 습을 불신했다.콜 라로 인해 생겨난 의 공포감

은 통 인 권 와 지도력에 불신감을 나타냈다.이는 이슬람에서 유럽

의학을 받아들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155)

의 사례를 통해 유럽인들이 느낀 콜 라 공포를 두 가지로 나 어 살

153)J.N.Hays,ibid.,p140.

154)러시아 상황에 해서는 아노 카 ,권복규 옮김,앞의 책,204쪽.

155)이슬람권 상황에 해서는 리엄 H.맥닐,허정 옮김,앞의 책,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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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첫째 유럽인들은 실에서 제 로 응할 수 없는 염병

앞에 짧은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는 무력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둘째 지배층의 강압 책에 유럽인들

은 의심과 불신을 갖고 반응함으로써,질병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한 공

포감이 극 화되어 폭력을 불러왔다.조선 민간의 공포 역시 유럽인들이

느 던 첫 번째 공포감과 동일하다.하지만 귀신으로 지칭되는 원혼을 잘

달래면 질병이 그칠 것이라 믿음으로써,마음을 정성스 갖추고 정성껏

보살펴 공포를 극복하려 했다는 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19세기 조선 민간에서 질병에 해 흔히 지녔던 인식은,“귀신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156)는 이었다.인간이 만일 이들 귀신의 기분을 흡족

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그것은 사람의 몸에 침입하거나 는 사람의 몸

밖에서 인간을 괴롭힐 수 있었다.157)귀신 가운데 어떤 것은 마을을 지켜

다고 믿어졌기 때문에,그 귀신을 잘 달래서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요했다.만일 인간이 이들 귀신에 한 을 잘하지 못

할 경우,그것은 질병으로 마을 체를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158)그

러나 귀신 에서도 가장 악독한 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冤魂으로 인식 다.159)

콜 라에 의한 감염이 왕성할 당시,근 의료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한

의학 지식을 갖춘 識字層은 이를 습기 때문에 생기는 濕溫으로만 이해했

다.160)이러한 인식은 1821년 성해응이 지은 제문에서 보이는,“신사년 여

름 삼개월동안 장마가 드리우니 백성들이 온습에 빠져 곤란함이,만물이

삶겨짐을 당한 듯합니다.”161)라는 표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당시 식

자층 나름 로 콜 라를 한의학으로 설명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귀

156)H.N.알 ,신복룡 역주,1999,『조선견문기』,집문당,186쪽.

157)OliverR.Avison,황용수 책임번역,앞의 책,412쪽.

158)J.S.게일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74쪽.

159)H.B.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1999,『 한제국멸망사』,집문당,472쪽.

160)李圭景,「■(疒/葛)瘩本原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我東則强稱濕瘟.”

161)成海應,『硏經齋全集』(韓國文集叢刊 273),2001,396쪽.“維辛之夏,三月垂霖,民困墊濕,如物

遇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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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원혼 때문이라는 민간의 믿음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국은 콜 라를 ‘瘟毒’으로 지칭했으며,162)일본에서는 ‘코로

리(コロリ)’라는 이름으로 불 다.163)조선의 민간에서는 “콜 라 귀신이

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으며,그러한 의미에서 콜 라에 한

이름을 惡靈病이란 의미의 ‘怪疾’과 쥐가 발생시킨 질병이라는 의미의 ‘쥐

통’·‘쥐병’으로 불 다.164) 한 콜 라가 발생한 1821년 겨울,정약용은 북

경의 葉東卿에게 얻은 약방문을 소개하면서 콜 라를 麻脚瘟(‘다리를 마

비시키는 염병’)으로 칭하 다.165)이는 콜 라로 인한 경련이 다리에서

시작되어 로 올라가면서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이었다.민간은

이를 쥐가 일으키는 것으로 여겼다.166)당시 사람들은 쥐의 형상을 한 귀

신이 사람 몸속으로 고들면 콜 라에 걸리게 되고 사람의 발을 통해 침

입한 악귀가 다리를 갉아 먹으면서 로 올라가 사람의 내장을 손상시킨

다고 인식했다.콜 라에 동반되는 심한 근육 경련 역시,사람 몸 안에 쥐

가 이동하면서 근육을 갉아먹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한 일부 사람들의

경우,콜 라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잠들었을 때 쥐가 사람 품속으로

기어 들어와서 물기 때문이라고 여겼다.167)

다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콜 라 환자의 근육 경련을 직 으로 목격한

조선인들은,이 질병이 쥐귀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믿음이 더욱 강력해졌

을 것이다.그리고 이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의 상이 아

니라 신의 역에 해당된다고 느 을 것이다.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감정

162)王淸仁,1995,「醫林改錯」『續修四庫全書1026』,上海古籍出版社,387쪽.“至我朝道光元年,歲

次辛巳,瘟毒流行,病吐瀉轉筋 數省,京都尤甚,傷人過多,貧不能葬埋 ,國家發帑施棺,月餘之間,

費數十萬金.”

163)일본에서의 콜 라 병명에 해서는 荒野泰典,앞의 논문,265쪽 주1)의 설명이 도움을 다.

164)OliverR.Avison,황용수 책임번역,앞의 책,330쪽.

165)李圭景,「■(疒/葛)瘩本原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是年冬,淸燕都葉東卿,寄丁茶山鏞,

琉璃廠刻本藥方,其病名硃砂疔,或名心經疔,又號麻脚瘟.”;정약용 ,「애민 6조」『국역 목민심

서』Ⅰ,1971,민족문화추진회,259쪽.

166)李圭景,「■(疒/葛)瘩本原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俗稱鼠,蓋俗以麻症稱之,以鼠生故

也.”

167)민간에서 콜 라를 ‘쥐’와 련지어 생각했던 상에 해서는 H.N.알 ,신복룡 역주,앞의 책,

186쪽;L.H.언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앞의 책,174쪽;OliverR.Avison,황용수 책임번역,

앞의 책,4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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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침에서 효험을 볼 수도 없으며 당삽주와 인삼이라는 기존 약재에도

의지할 수 없다.”168)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그리고 이러한 민간의 감

정은 결국 당시 사람들을 공포심이 극 화되는 방향으로 몰고 갔을 것이

라 여겨진다.지 까지 경험하지 못한 질병에 해,기존 치료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좌 감이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조선의 경우 콜 라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 북쪽 지방에서 시작되어 팔

도로 번져나갔다.콜 라가 지나간 경우,하나의 마을 체는 한동안 폐허

처럼 방치되었으며 당분간 사람이 살지 못했다.따라서 그곳을 리할

료와 상인 그리고 행인도 얼마간은 에 띌 수 없었으며 닫 있어야 할

城門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다.사람이 다니지 않는 마을은 침묵만이

가득했으며 거리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 잡 가 자라나는 등 을씨년

스러운 분 기가 연출되었다.169)실제 민간에서는 콜 라로 장차 모두 죽

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다.170)이처럼 폐허가 된 마을의 상황은 아직

병원균이 퍼지지 않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심리상 공포를 일으키고

행동의 동요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염병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여 시에 매장되지 못하고 마을 안 곳

곳에 방치된 시체 역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왔다.조선인들은 죽은

후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하늘의 벌’로 생

각하고 있었다.171)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 시체가 장차 ‘원혼을 품

은 귀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질병으로 사

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성문에는 시체를 성 밖으로 치워내기 한

행렬로 넘쳐났다.172)이를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곧 와 같은

168)成海應,『硏經齋全集』(韓國文集叢刊 273),2001,396쪽.“莫効針石 奚賴朮蔘 침석도 효험 볼

것이 없는데,어 당삽주와 인삼에 의지하겠습니까!”

169)콜 라가 지나간 후 폐허가 된 마을의 상황에 해서는 샤를 바 라 지음,성귀수 옮김,앞의

책,175∼176쪽 참조.

170)成海應,『硏經齋全集』(韓國文集叢刊 273),2001,396쪽.“夭札相繼 胥 夷芟 요 이 서로 이어

지니 모두 장차 무 져서 제거될 것입니다.”

171)샤르르 달 ( ),안응렬‧최석우譯,『한국천주교회사』,1980,분도출 사 :上권,618쪽.

172)H.B.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518쪽.1886년 서울에 염병이 돌아 하루 1,0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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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찰 것이란 은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콜 라 같은 규모 염병이 발생할 경우,평상시처럼 埋葬 나 白紙

등의 물건을 가지고 시체를 수습할 수는 없었다.173)따라서 들것 하나에

3구,심지어는 5구의 시체가 실려서 水口門과 西 門을 통해 도성 밖으로

운반되었다.시체 매장 한 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깊

게 땅을 서 묻을 여유가 없었다.이 경우 시체는 얕은 구덩이에 묻어졌

고,비가 내려 흙이 씻기면 그로 인해 일부 썩은 신체가 흙 속에서 드러

나는 등 소름끼치는 상황이 발생했다.174)

한 시기에 처리되지 못한 시체들은 산과 계곡에 버려져 그 곳을 가

득 메웠다.175)매장되지 못한 채 산과 들 에서 뒹굴고 쌓여진 시신들은

산짐승과 벌 들의 먹잇감이 되었다.이 경우 여우나 삵 등이 시체를

먹었고, 리와 모기 등은 시체를 빨아먹었다.176)짐승과 벌 에 훼손된

시체 형상은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끔 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

다.이러한 기억은 문학작품 속에도 반 되었다.19세기 반 桐里 申在孝

(1812∼1884)가 정리한 소리 『변강쇠가』 속에 등장하는 라니의 콜

라 기억은,“辛巳년(1821)怪疾통에 險惡하게 죽은 송장,내 손으로 다

쳤으니”라고 표 된다.177)여기서 라니의 기억은 ‘신사년 괴질’에 죽은

송장들을 자신의 손으로 치웠다는 것으로 표된다.이는 당시 콜 라로

인한 공포감의 심각성이 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 공동체 기억에 남겨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178)이 참혹한 경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되었을 것이란 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

죽어가던 상황을 인용했다.

173)19세기 민간에서 시체를 수습한 방식에 해서는 김태 역주,1995,『변강쇠가』,고 민족문

화연구소,308쪽 참조.

174)H.N.알 ,신복룡 역주,앞의 책,186쪽.시체 처리와 련된 사항은 알 이 조선에서 콜 라

방역에 참여했을 때의 기록을 참조.

175)『純祖實 』 순조 22년 5월 28일 壬申.

176)『孟子』上,학민문화사,431쪽.“蓋上世,嘗有不葬其親 ,其親死,則擧而委之於壑,他日過之,狐

狸食之,蠅蚋姑嘬之,其顙有泚,睨而不視.夫泚也,非爲人泚.”

177)김태 역주,앞의 책,314쪽.“辛巳年 怪疾통에 險惡게 죽은 송장 ㅣ 으로 다 쳤시니.”

178)이주 ,앞의 논문,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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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으로 한 가지 사실에 한 소문이 해질 경우 그것은 다른

소문을 낳고 이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증 시킨다.당시 콜 라 소문의

달은 인구의 이동과 그 자취를 함께했을 것으로 단된다. 체로 평안도

에서 도성까지의 통로는 中和를 지나 黃州와 銅仙嶺,鳳山,瑞 ,平山,金

泉,그리고 靑石關을 지나 서울로 연결된 경로 다.179)실제 8월 13일 콜

라 소식을 조정에 하는 평안감사의 공식 보고와는 별개로,8월 4일

서울의 민가에는 이미 평양 城內에 하루사이 사망한 사람이 삼백여명이라

는 소문이 번진 상황이었다. 한 콜 라가 화성에서 세를 떨치던 8월

26일경에는 “서울에도 염병이 한창 번진 상황인데,열흘 사이에만 사망

자가 수만 인에 이르며, 료들도 많은 수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병원균

과 함께 충청도로 들어갔다.180)이후 략 열흘이 지난 9월 8일 콜 라는

충청도 산골의 민가에까지 퍼진다.그리고 이로 인해 목숨이 태로운 경

우가 많이 발생하자,사람들이 이를 극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 다.181)

한편 정보의 변형과 왜곡된 달 역시 사람들의 공포감을 증폭시킨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망자 숫자의 이면에 담겨 있는 질병에 한 피

해의식이다.여기에는 당 인들의 공포감이 반 되어 있는데 기록의 차이

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질병을

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우선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산고』에 의하면 1821년 콜 라로 인해 평양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수만 명이며,도성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13만 명으

로 기록하고 있다.182)반면 『역서일기』에는 1821년 도성 안에서 콜 라

179)19세기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서울까지의 경로는 김태 역주,앞의 책,251쪽의 옹녀가 평안도

에서 쫓겨나 청석 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참고.

180)『歷書日記』 辛巳 八月大 二十六日.“今聞厥症蔓及京城,旬日之內,死 數萬人,文蔭在朝 ,亦

不知其數,又傳下於湖中云.前所未見聞之症,豈勝危悖哉.”

181)『歷書日記』 辛巳 九月大 八日.“以恠症,洛中變喪不知其數,又傳熾於湖中村間,或多有 刻,不

救則,亦有死亡之患,極爲憂慮.”

182)정약용 ,1971,「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민족문화추진회,259쪽.“道光元年辛巳之

秋,此病流行,旬日之內,平壤死 ,數萬人,都城五部死 ,十三萬人.”;李圭景,「■(疒/葛)瘩本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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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죽은 사람의 숫자만 20만 4천여 명이고,鄕邑은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서울과 비교하여 두세 배에 이른다고 어두었다.183)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공포감의 언어상 표 이다.콜 라와 같은 염

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균은 인구 도가 높은 도시에서 극심하게 활동하며,지방의

사망자 숫자는 서울보다 을 수밖에 없다.당시 서울 인구를 약 30만으

로 추정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더라도,이들 개인 자의 기록물에서 보이

는 숫자는 인구의 반 는 반 이상의 수에 해당한다.184)이러한 내용

이 사실이라면 앙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각 지방에 지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그러나 『실록』 등의 찬 사료에서 실제

이러한 모습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따라서 의 기록들에서 보이는 사

망자 숫자는 과장된 표 이며,사람들이 콜 라를 했을 때의 충격과 공

포감이 반 된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인들이 느 을 공포는 戶口와 련지어 『순조실록』의 기록을 살

펴 으로써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실록』의 기사는 21년과 22년 두해

동안의 기록을 합산하여 남긴 것으로 여겨진다.여기에 따르면 신분이 卿

宰 이상으로 사망한 자 10여명을 포함해 서울과 지방을 합쳐 사망한 사람

의 숫자가 수십만에 이른다는 을 제시했다.185)조선에서 콜 라로 인한

사망자의 총 숫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향력

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호구출입이다.조선 정부는 3년마다,곧 子‧卯‧午

‧酉로 끝나는 式年에 호구 악을 한 호 을 작성했다.186)당시에는

지 않은 사람이 호 장에서 빠지는 것이 허용되었다.조선 왕조의 호구

辨證說」『五洲衍文長箋散稿』.“關西平壤府,死 數萬,王都五部,死 十三萬.”

183)『歷書日記』 辛巳 九月大 三十日.“向 怪疾,今則稍爲乾淨,而後聞京城五部內死 ,合爲二十萬

四千餘人,而鄕邑則不知幾許,而自北而南,症勢漸敭,死 ,比京不啻二三矣.”

184)이 시기 서울의 인구에 해서는 고동환,2008,『조선시 서울 도시사』,태학사,109쪽의 표

3-3과 107∼124쪽을 참고했다.

185)『純祖實 』 순조 21년 8월 22일 己亥.“卿宰以上死亡十餘人,庶僚士民,不計其數,摠京外爲累

十萬餘.”그러나 동일 기사에 해 연구자마다 10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三木 榮,앞의 책,62쪽;金斗鍾,앞의 책,369쪽;신동원,앞의 논문,56쪽;荒野泰典,앞의

논문,273쪽.

186)권내 ,「조선후기 호 의 작성과정에 한 분석」『단성 호 장 연구』,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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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보이는 특징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만을 호 에 등재했으

며,이는 호역과 신역 수취를 한 기 장 인 성격을 지녔다는 이

다.187)따라서 호 에 보이는 口數 감소를 통해 우리는 기근이 들거나

염병이 돌았을 당시,사회에 단기 충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호 작성 시기가 식년의 해 후반기로 빨라지고,

민간에서 호구의 내용과 변동을 기재한 호구단자의 제출도 앞당겨진

다.188)즉 식년의 호구 작성을 한 민간의 호구단자 조사는 1년 에 이

미 마무리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콜 라가 퍼진 1821년과 1822년을 기

으로 살폈을 때,『실록』에서 보이는 호구 기록은 1819년 12월과 1822

년 12월이다.『실록』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팔도 호구는 각각

6,512,349명과 6,470,570명으로,189)41,779명의 차이가 존재한다.여기서 유

의할 은 壬午式(1822)호구 작성을 해 1821년 후반기에 마무리돼야

할 사항이,가뭄과 염병 등의 이유로 찰사들의 요청에 의해 1822년

가을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이다.190)물론 여기에는 찰사들의 요구

가 있기 ,각 지방에서 조사한 호구단자가 그 로 임오년 호구에 반

되었을 수도 있고,1822년 반기에 조사된 호구단자가 임오년 호구에 반

되었을 수도 있다.191) 자의 경우라면 콜 라로 인한 피해가 반 되지

않겠지만,후자의 경우라면 1821년의 피해 일부가 임오년 호구에 반 되

187)김건태,「조선후기 호 장의 인구기재 양상-단성호 을 심으로」『역사와 실』45,2002,

196쪽;김건태,「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丹城戶籍大帳을 심으로」

『大東文化硏究』42,2003,174쪽.(‘호구’ 련 논문들은 성균 학교 출 부의 『단성 호 장

연구』에 상세하다.)

188)권내 ,앞의 책,51쪽.

189)『純祖實 』 순조 19년 12월 29일 丁巳;22년 12월 30일 庚午.

190)『承政院日記』 순조 21년 8월 29일 丙午(함경감사 장계).“又以備邊司 啓曰,卽見黃海監司李龍

秀狀啓則以爲,… ,壬午式本道各邑鎭戶籍及各色軍案匠案,特許待明秋磨勘事,請令廟 稟旨分付矣.

災年 限,多有已例,竝許施.… ,各道壬午式各軍匠都案及水陸軍大都案磨勘,竝令待明秋 限,何

如.傳曰,允.”;10월 4일 辛巳(평안감사 장계);10월 10일 丁亥( 라감사 장계);10월 13일 庚寅

(경기감사 장계);10월 21일 戊戌(함경감사 장계);10월 26일 癸卯(공청감사 장계).

191)권내 ,앞의 논문,51쪽.“연산 김성득의 단자를 보면 도 원년(1821,신사년)8월로 작성

일자를 밝 다음해인 임오식년의 호 장을 해 만든 것임을 보여 다.”이 논문의 연산 은

당시 공청감사 할에 속하는데,호구조사를 명년 가을까지 미루도록 허락해달라는 순조 21년

(1821)10월 26일 공청감사의 장계가 있기 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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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나 1814년(7,903,167)과 1816년

(6,595,368)사이 약 130만의 口數가 홍수와 가뭄으로 감소된 것을 비교

하면,192)작은 수치에 해당한다.

한편 콜 라로 인한 충격이 얼마인가를 생각할 때 고려할 은 단기간

에 질병이 미치는 괴력이다.이는 특히 인간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감과

도 연결된다.지역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1821년 조선에서 콜 라가

활동한 기간은 약 2개월이며,1822년은 약 5개월이다.이 기간 동안 일정

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열흘 간격으로 1천명 내지 2천명이 계

속해서 죽어나간다면,이를 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심리 공황 상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콜 라로 인한 당시의 희생자 숫자와 련된 문

헌상의 검토를 넘어서 실질 희생자가 얼마이며 그 비 은 체 인구에

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의 여부,이와 함께 조선 사회에 미친 물질

충격이 어떠했는지에 해서는 차후 인구사 인 검토가 필요하다.

192)權泰煥‧愼鏞廈,1977,「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東亞文化』14집,297쪽,<부

표1>의 3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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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공포감 확산과 조선인의 정신세계 변화 양상

조선 사회에 알려진 기존의 모든 약재가 콜 라에 한 한 치료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사람들은 살아남기 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즉 모든 역량과 심

을 집 해야 할 기 상황에 직면할 때,동원할 수 있는 온갖 해답을 추

구하는 인간의 기본 인 욕구가 작동하게 된다.193)이는 과거에 비해 상

상할 수 없을 만큼 진보했다는 의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지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불치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민간진료

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시 사람들이 콜 라를 극복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 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의 상황을 고려할 때,주변에서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음식물이 치료

제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 민간에

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는 개 다.조선인들은 즙을 내어 만든 개죽

을 복용하거나 개고기를 와 함께 푹 삶아낸 狗醬이라는 음식을 이용하

여 고기를 섭취했다.비록 가난한 조선 民家일지라도 두세 마리의 암캐를

기르는 경우가 보통이었다.그것들은 1년에 두세 차례,한 번에 여섯 마리

에서 열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한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기르기도 쉬

워 조선인들이 어렵지 않게 양질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 원이었

다.이를 통해 조선인은 매년 30∼40회 정도 식용이 가능한 개고기를 확

보할 수 있었다.194)개를 면역강화 식품으로 활용한 것은 19세기 조선 민

간에서부터 왕실에 이르기까지 흔하게 사용하던 방식이었다.195)

193)최종성,앞의 책,279쪽.

194)조선인의 개를 기르는 습과 식용으로 사용한 에 해서는 버라토시 벌로그 베네데크 지음,

머 모세 역 ,2005,『코리아,조용한 아침의 나라』,집문당,36∼37쪽;狗醬에 해서는 홍석

모 지음,정승모 풀어 ,2009,『동국세시기』,풀빛,144쪽.

195)샤이에 롱 지음,성귀수 옮김,2001,「코리아 혹은 조선」『조선기행』, 빛,252쪽.“高宗 역

시 몸이 조 이라도 불편할 경우,이를 하루에 한잔 내지 두잔 정도 섭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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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울 도성 안의 주민들은 콜 라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白岳

山,仁旺山,木覓山,駱山 등 한양을 둘러싼 山脈에 심겨진 生松(‘산 소나

무’)수만 그루를 취했다.정부에서는 이를 인심과 법 기강이 땅에 떨어

진 것으로 인식했다.196)이들 소나무는 인조 에 四山에서 무성해진 이

후,197)나라에서는 법령을 두어 소나무 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인과 국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소나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山海經』에는 “소나무를 먹으면 염병이 낫는

다.”198)는 기록이 있다.『列仙傳』·『抱朴子』·『神仙傳』에는 소나무를

먹는 데 철 했던 도사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주된 내용은 솔잎을 먹

으면 갈증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것이다.199)콜 라는 체

내의 체액(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상이 가져오는 치명상으로 인해 사망

하는 병이다.이를 근거할 때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치유 효과가 있으며

먹으면 갈증이 사라진다고 믿는 소나무에 삶의 희망을 걸어볼 것이라는

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 19세기 조선의 민간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된 ‘利

在松松’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이는 “이로움이 소나무 숲에 있다.”는

뜻으로,왜란 당시 소나무 숲이 있는 산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무사한

데서 생긴 말이었다.200)이처럼 란 민 에게 각인된 소나무에 한

환상은,기존 조선인의 의식에 남아있던 ‘질병을 고치는 소나무’이미지와

겹치면서 ‘신령스러움’의 형상이 더해졌을 것이다. 한 약재로서의 필요

성과 인간을 지켜주는 수호자의 이미지로써,소나무는 민 들이 반드시

얻고자 하는 생존의 징표로 기능했을 것이다.그랬기에 도성의 주민 金孝

一 등 223명은 정부의 령에도 불구하고 四山을 습격하여 소나무 수만

그루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201)

196)『純祖實 』 순조 21년 8월 13일 庚寅.

197)『承政院日記』 순조 20년 3월 13일 乙亥.“捕捉蝗蟲,旣有故事,四山松木之茂盛,實始於仁祖朝,

而其時,亦令坊民捉納於京兆云.”

198)박일 편역,1995,『산해경』,육문사,194쪽.“是多松柏,草多茈草.… ,食之已癘.”

199)이상희,2004,「소나무」『꽃으로 보는 한국문화』3,491∼495쪽 참조.

200)윤석산 주해,2009,『주해 東學經典:동경 ,용담유사』,동학사,424∼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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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선인들은 콜 라를 방하기 해 ‘끈끈이’라는 식물을 흔하게

사용했다.그들은 끈끈이로 하얗게 칠해 놓은 문 에 조롱박을 매달아

놓는 것으로 콜 라 퇴치를 기원했다.202) 한 조선인들은 무속 인 방법

의 하나로 콜 라를 막기 한 염원에서 ‘ ’을 사용했다.새끼 을 꼬

아서 만든 은 지상에서 약 1.5m 정도의 높이에 략 7.6m 간격으로

설치되었는데 거기에 종이로 만든 기원문을 매달아 놓았다.그 기원문에

는 콜 라 귀신이 이를 넘어 들어와 주민들을 병들지 못하게 하려는 주문

이 새겨져 있었다.203)

19세기 민간에서 유행병이 창궐할 경우,재앙을 피하기 해 흔히 행했

던 치료 행 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조선과 국 일부 지역에서 행

하던 풍속 에는 病 가 있으면 귀신에게 기도만 올리고 약을 먹지 않는

습이 있었다.204)그 근원은 고려 이 시기까지 올라간다.이는 국 宋

의 사신 徐兢(1091∼1153)이 1123년 高麗를 방문하고 남긴 『宣和奉使高

麗圖經』에서,“고려의 옛 풍속에 백성은 병들더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오직 귀신 섬길 만 아니,주문을 외우는 것이 일이다.”205)라고 한 기록

에서도 확인된다.이 듯 병이 들면 치료를 해 무당에게 굿을 청하거나

맹인을 불러 讀經을 하는 등,주술과 무속이 역병에 한 응으로 요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6)

따라서 사람 몸에 질병이 들어올 경우,이를 치료하기 해서는 환자

201)『日省 』 순조21년 8월 30일 丁未.“該曹啓 ,擅斫生松,被捉於三營,移 臣曹 ,爲一百二十

名之多,其中元株斫伐金孝一等十七人各,嚴刑一次後,竝定配.鄭漢同等一百三人,係是枝葉剪取之

類,竝嚴刑放 ,至於限後,犯屠之漢,亦如法勘斷.”

202)L.H.언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앞의 책,174쪽.

203) 에 해서는 G.W.길모어 지음,신복룡 역주,『서울풍물지』,1999,집문당,145쪽;L.H.언

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앞의 책,174쪽;OliverR.Avison,황용수 책임번역,앞의 책,419쪽

참조.

204)정약용 ,1971,「애민 6조」『국역 목민심서』Ⅰ,민족문화추진회,256쪽.“陳堯叟가 廣南 서

부지방의 轉運使가 되었는데, 남 풍속에 병자가 있으면 귀신에게 기도만 드리고 약을 먹지 않

았다.”

205)서 지음,조동원 등 역,2005,『고려도경』,황소자리,215쪽.“高麗 俗,民病不服藥,唯知事

鬼神,呪詛厭勝爲事.”

206)이주 ,앞의 논문,51쪽;김태 역주,앞의 책,287∼291쪽.이는 『변강쇠가』를 통해서도 확

인해 볼 수 있다.변강쇠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옹녀는 宋 사 집으로 찾아가 讀經을

한다.이후에도 효험이 없자,그녀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약물과 침 치료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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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깃들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고 다.207)

구체 인 방법으로는 환자를 때리거나 놀라게 하는 것,환부를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거나 르는 방법,사람의 형상을 그려 그림의 환부에 해

당하는 자리를 바늘로 찔러 놓았다가 병이 나으면 빼내는 방법,문 에

부 을 붙이는 방법,그리고 신체의 해당 부분을 흉내 내어 만든 후 이를

부수는 방법 등이 존재했다.

이밖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여겨지는 사람

에 해,그를 악령으로부터 구해내기 한 손쉽고도 흔한 방안은 무당을

찾아 굿을 벌이는 치료 행 다.실제 민간에서 무당에게 가장 많이 요

구하는 것은 병마를 몰아내 달라는 이었는데,무당은 靈的 개인으로

자처하며 환자 가족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208)

이러한 상은 조선에 콜 라가 창궐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1820년 를 살았던 尹愭(1741∼1826)는 민간에서 기도만 올리는 상에

해,“어리석은 풍속,참으로 깨우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깝구나!약을 버

리고 오직 손님 맞는 무당집 깃발에만 의존하네.”209)라며,민간에서 약을

거부하고 기도만 올리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이는 1895년 조선에서 콜

라가 퍼지고 있을 때,방역 책에 참여했던 L.H.언더우드의 기록에서도

엿보인다.당시 조선인 가정에서는 콜 라를 치료하기 한 외국인 의사

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외국 의약품은 물론 조선의 의약품에 해

서도 사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10)

조선시 육체 질병이 귀신과 冤魂의 탓으로 돌려지는 상황에서,이

를 막기 한 방법으로 소음이 이용되기도 했다.19세기 콜 라가 조선에

성행했을 때에도 소음은 콜 라를 막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었

다.211) 개 그 방법은 커다란 징을 울리거나 북을 두들겨서 소리를 만들

207)조선인의 귀신을 몰아내기 한 巫俗 인 방법에 해서는 OliverR.Avison,황용수 책임번

역,앞의 책,409‧414쪽 참고.

208)H.B.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478∼480쪽.

209)金英珠,2007,「朝鮮漢文學에 나타난 痘疫」『漢文敎育硏究』第29號,539쪽의 번역문을 보충하

여 재인용했음.“可憐愚俗眞難曉,却藥惟持迓客幢.”

210)L.H.언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앞의 책,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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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는 것 따 다.이러한 소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악귀를 쫓아내는

좋은 처방으로 인식되었다.

소음을 이용하는 방법은 민간의 무당들도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환자의 몸에서 악령을 몰아내기 해,꽹

과리를 치고 북을 울려 며 부정한 기운을 신체 밖으로 몰아내려 하 다.

이러한 소음은 1km 밖에서도 들릴 만큼 시끄러운 것이었다.이는 환자가

귀신에게 지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지 않으면 무당이 귀신을 몰아내

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든지 간에 결론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시행되는

방법이었다.무당이 행하는 의식은 굿을 해 쇠스랑과 검을 몸에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이윽고 환자의 집안에서는 음식이 차려진 제사상을

마련한 후,귀신에게 “이 음식물을 가상히 여기사 제발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게 된다.이에 무당은 붉은 술로 장식을 한 붉은 색 나무

에 올라선 채,펄쩍펄쩍 뛰면서 밤이 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춘다.

한 괴이한 소리를 질러 면서 귀신을 방구석으로 몰아넣는다.이후 무당

은 방구석으로 몰린 귀신을 동이 틀 무렵 사 에 비해 둔 병 속에다 잡

아넣는다.그리고 뚜껑을 닫아 땅 속에 묻어 버리는 것으로 의식은 종결

된다.212)

한편 사가 讀經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우선 환자의 가족이 사를

찾아가 병이 난 이유에 해 占을 의뢰한다.이윽고 사는 衣冠을 갖춘

채 꿇어 앉아 산가지를 넣어 둔 통을 흔들어 면서 祝辭를 외운다.축사

가 끝나면 병증을 알 수 있는 한 구 의 귀가 나오는데,이를 통해 독

경을 행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독경을 하기로 결정하면 사는 환자의

집으로 옮겨 간다.이때 환자 가족은 四面에 黃土를 깔아두고 목욕재계를

한 후,깨끗한 의복을 갖추고서 살풀이 떡과 과일 채소를 차려둔다.상

211)소음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는 방법에 해서는 G.W.길모어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147쪽

참조.1886년 조선에 온 길모어는,궁궐에서 月蝕이 있자 달을 향해 기 총 등의 사격을 가할 때

만들어지는 소음을 이용하여 달을 먹어치우는 념상의 괴물인 개를 쫓아내려는 당시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 다.;샤이에 롱,앞의 책,239쪽에는 궁궐에서 귀신을 몰아내기 해 총을 이용하

여 소음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서술했다.

212)굿하는 방식에 해서는 샤를 바 라 지음,성귀수 옮김,앞의 책,142∼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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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고양이 부 214)

차림이 끝나면 사는 북을 환자의 집안에 들여 놓는다.그는 한 손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북 방망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방울을 든 채 이를 울려

면서 竈王經,成造經,動症經을 차례 로 읽어 나간다.그리고 經 읽기

를 마치면 의식은 끝나게 된다.213)

콜 라를 극복하기 해 사용한 다른 방법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쥐를 이기는 고양이’,‘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의 존재에 주목하여 이를

신앙의 상으로 활용한 이었다.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고양이 귀신이 쥐 귀신을

잡아먹기를 염원했다.여기에는 콜 라와

그로 인한 경련은 쥐가 물어서 생긴 질병

이기 때문에 쥐가 무서워할 것은 고양이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215)

구체 으로 그들은 고양이 혼에 기도했

고 집의 문에 종이 고양이를 만들어서

매달았다. 한 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

여 두기도 했으며,환자의 근육 경련이 일

어난 곳을 고양이 가죽으로 문지르는 등 주술 치료 행 를 수행했

다.216)

한편 민간에서는 콜 라를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천주교에 귀의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조선 천주교회는 1784년(정조8)李承薰(1756∼

1801)이 북경 천주교회에서 세를 받고 정식교인이 되어 귀국한 후,그

가 이벽·권일신·정약 ·정약용·최창 등에게 입교 차를 취함으로써 교

인들이 생겨났고 신앙집회를 가지면서 탄생했다. 기 교인 가운데 서민

층은 보이지 않으나,이후 서울과 내포‧ 주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교 활동을 통해 천주신앙을 받아들이는 서민층이 생겨

213) 사의 讀經하는 과정에 해서는 김태 역주,앞의 책,287∼291쪽 참조.

214)샤를 바 라 지음,성귀수 옮김,앞의 책,146쪽.

215)샤를 바 라 지음,성귀수 옮김,앞의 책,176쪽.

216)L.H.언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앞의 책,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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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당시 천주교가 표방하는 만인 평등과 사랑 나눔,내세의 을 약

속하는 교리는 서민과 부녀자들에게 신선한 가르침이었다.217)

이후 1795년(정조19)조선 천주교를 한 최 의 사목 담당자인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고 조선 교회가 비 조직을 가다듬어 교에 힘쓴 결과,주

신부 입국 당시 4천여 명이던 교세는 순조 원년(1800)1만 명을 돌 했다.

그러나 신유박해(1801)로 주문모 신부와 지도 교인들이 희생되자 천주

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천주교 재건은 1810년(순조10)새로운 지도

교인들이 나타나면서 는데,천주교인들은 국 심산유곡이나 야산지 에

교우 을 형성했다.그리고 이들의 향으로 교세는 경기도‧충청도 야산

지 와 태백산맥 산 지방(강원·충북·경북),노령과 소백산맥 곡지방 등

에 뿌리를 박는다.218)

조선 민 은 콜 라로 인한 죽음에 임하여 세례를 받았으며,어떤 이들

은 신앙을 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세

례를 받기도 하 다.219)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생각한

조선인들이 천주교에 귀의했을 모습은,“(아편 쟁으로)북경이 함락되었

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의 조선의 상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당시 조

선인들은 천주교도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해 수 있는 징표를 얻

으려고 애썼다.220)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의 생존을 한 행동

과 이 에 경험할 수 없던 질병이 발생했을 시기의 종교에 귀의하려는 모

습은,양자가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인간이 종교에 귀의하는 상은 조선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일하게 발생했다.

유럽에서 페스트의 유행이 있은 후,16세기 이후 지 해 지역에서는 하

나님께 의지하려는 종교 기원이 법률로 확립되었다.가령 마르세이유

지역은 1721년부터 페스트 유행을 기리는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었다.이

217) 기 천주교의 발 에 해서는 李元淳,1998,『한국사』35,탐구당,96∼109쪽 참조.

218)순조 천주교의 교세에 해서는 李元淳,앞의 책,109∼122쪽 참조.

219)샤르르 달 ( ),안응렬‧최석우譯,앞의 책 中,101쪽.

220)H.B.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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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억 때문에 콜 라 유행은 그곳 사람들로 하여 기독교에 귀의하

려는 종교 신앙심을 두텁게 만들어주었다.221)따라서 콜 라 창궐 당시

이들 천주교인들의 교우 과 직·간 으로 할 수 있었던 조선인들의

경우,종교의 힘으로 극한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강화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긔해일기』에 의하면,당시 崔昌洽(여칠)과 그의 아내 孫氏( 碧)는

신사년(1821)콜 라로 사람이 많이 죽자 세례를 받고 신앙심이 깊어진

경우 다.222)특히 이들 부부의 경우,최여칠은 로 벼슬한 서울 인

출신 집안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13살의 나이로 兄 崔昌顯을 잃었다.

후에 그는 천주교도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으나,1821년 콜 라로 인해 다

시 천주교에 귀의한 경우 다.그의 아내 손씨 역시 1801년의 박해로 집

안이 망했으나 콜 라가 유행하자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고 천주교도가

된 경우 다.223)이 듯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한 藥마 도 없다고

공통으로 인식되던 사회 분 기 속에서,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를 받

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224)

이와 함께 민 의 천주교 귀의와 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1859년(철종10)8월말 서울에 콜 라가 침입했을 때의 사례이다.철종의

재 기간 동안 천주교도에 한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25)이러한

향 때문인지 콜 라가 퍼지자 당시 민간에서는 세례를 받기 해 극

인 모습을 보 다.세례를 해 그들은 베르뇌(Berneux.1814∼1866)신부

가 세례를 집행하는 서울 여러 마을에 있는 집들로 몰려들었다.베르뇌

신부는 몇 주일 사이에 1,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행할 수

221)마르세이유 지역의 기독교 귀의 상에 해서는 리엄 H.맥닐,허정 옮김,앞의 책,290쪽.

222)정길남 편,「최베드루」『개화기 국어자료집성』3,1996,박이정,476쪽.“최베드루 ∼ 신

년 괴질노 사이 만히 죽으매 ㅣ셰후 슈계더니 ∼ 열심슈게함이 졀야”/정길남 편,

「손막다릐나」『개화기 국어자료집성』3,1996,박이정,512쪽.“손막다릐나 ∼ 신년 괴질에

사이 만히 히죽고로 ㅣ셰엿더니 ∼ 열심히 졈졈 졀야 ㅐ쥬ㅐ인 진졍이

잇고로”※ 띄어쓰기 방식은 필자의 견해임.

223)崔昌洽(여칠)과 그의 아내 孫氏( 碧)의 천주교 귀의에 해서는 샤르르 달 ( ),안응렬‧최석

우譯,앞의 책 中,515∼516쪽 참조.

224)샤르르 달 ( ),안응렬‧최석우譯,앞의 책 中,516쪽.

225)H.B.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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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226)

19세기 조선에서 개인 차원에서든 혹은 ‘마을 공동체’라는 사회 차

원에서든,콜 라를 극복하기 한 민 의 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

었다.그들은 민간의 습에 근거하여 개죽을 끓여 먹거나 ‘산 소나무’를

베어 복용하는 방식 등을 택하기도 했다. 한 귀신이 놀라서 달아나도록

만들기 해 징이나 꽹과리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만들기도 했다.특히

기존 의약 치료행 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치료 가

능한 방식을 동원해가며 항했다.“민간에서는 오직 기도를 원한다.”는

평안감사의 보고처럼 민 에게 기도와 제사를 심으로 한 치료행 는

요 사항이었다.사람들은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기도로 물리침으로써,귀

신이 살아있는 자의 경계로 들어와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염원했다.

이외에도 조선인들은 콜 라를 이겨내기 해 일부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세가 확산되던 천주교에 귀의하기도 했다.조선을 공포로 몰

아넣은 콜 라에 항하기 해 종교 자에게 귀의하려는 움직임은

조선에서만 보이던 상은 아니었다.실제 종교에 한 귀의와 확신은 ‘어

느 시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 가치라고 설명

할 수 있다.이는 가령 자신들을 근 인이라 생각하고 청결과 생 념

에 따라 행동하던 1880년 서양 선교사들에게서도 찰된다.그들은

염병이 조선에 퍼져 수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자,이를 ‘하느님의 응

징’으로 인식하고 멈추어 주기를 기도했다. 한 의학 으로 설명하기 힘

든 무더 속에서 염병이 그치자 이를 ‘하느님의 증거’로 해석하

다.227)

콜 라는 한 종류의 세균에 불과하지만 이는 사회에 새로운 생각의 흐

름을 불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치료법도 알지 못하며

처음 해보는 괴이한 질병이 두해 연속 찾아온 상황에서,조선인들은 공

226)샤르르 달 ( ),안응렬‧최석우譯,앞의 책 下,301쪽.베르뇌(Berneux)주교의 1859年 11月 4

日(양력)字 서한.『한국천주교회사』에서는 태양력 9월말로 표기했으나,본문에서는 8월말로 서

술했다.

227)L.H.언더우드,신복룡‧최수근 역주,앞의 책,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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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몸을 떨며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염원했다.당시 조선인의 공

포는 1845년 이후 작성된 랑스 신부 다블뤼(Daveluy.1818∼1866)가

리 외방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는 1821년 콜 라에

한 조선인들의 공포에 가득한 기억을 “조선인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벌벌 떤다.어디를 가나 죽음이요,약은 하나도 없었다.어떤 가정이든지

상이 나고 시체가 있으며,가끔 행길에 송장이 즐비한 경우도 있었다

.”228)라고 서술했다.이러한 민간의 공포와 안정된 사회에 한 염원은 기

존 조선 사회에 한 불만과 기감을 심화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

었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이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민 의 바램과도

연결될 수 있었다.

컨 東學의 창시자인 崔濟愚(1824∼1864)는 19세기 지배층의 농민에

한 수탈이 심해지고 콜 라가 유행하는 상황을,“우리나라는 惡疾이 세

상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으니,이 한 傷害의 운

수이다.”라고 진단했다.229)최제우는 정신 으로 의지할 곳을 잃은 백성들

에게 천주교는 험한 것이라 보고 동학을 창시했다.당시 민 은 콜 라

를 극복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 으나 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민

은 자신들의 바람과 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좌 감,그리고 통치 그룹

에 한 불신 그들의 수탈로 인한 생활의 빈곤이 지속되자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반 해주는 무언가를 갈구하게 으며 그 열망을 동학에서

찾았다.

최제우는 조선 왕조가 말세에 진입했으며,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구원

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했다.230)따라서 그가 자신의 得道를 내세우면서

민 의 마음에 호소하려는 내용 역시,“한울님을 공경하면 우리나라에 삼

년 동안이나 극성을 부리던 괴질,그 괴질에 걸려 죽을 염려 없을 것이

228)샤르르 달 ( ),안응렬‧최석우譯,앞의 책 中,102쪽.다블뤼 신부는 1845년 9월 28일 제주도

를 거쳐 11월 12일 서울로 들어왔다.그는 고종의 生父 원군이 일으킨 병인박해 때 순교하

다.이상은 H.B.헐버트 지음,신복룡 역주,앞의 책,144쪽 주31)참조.

229)윤석산 주해,앞의 책,47쪽.(「포덕문」『동경 』)“是故,我國惡疾滿世,民無四時之安,是亦

傷害之數也.”

230)愼鏞廈,1998,『한국사』35,탐구당,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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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이었다.231)이어서 그는 “가련하다.가련하다.우리나라 운수

가련하다.… 온 세상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니겠는가!”라고 외쳤다.이러

한 최제우의 주장은 실에서 극한의 공포로 다가오는 질병을 모티 로

삼았다.그리고 이는 새로운 세상에 한 민 의 바람을 구하는 방식이었

다고 이해된다.232)즉 이는 콜 라에 한 민간의 두려움이 매우 컸다는

을 반 한다.동시에 최제우가 종교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는 안도감을 백성에게 제공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인 ‘개벽’을 언 함

으로써 민 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고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이

는 백성들이 동학을 통해 자신들의 정신 안도를 얻을 수 있는 다른 하

나의 세계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 듯 조선에서의 콜 라 발생과 치유 방식은 당 사람들이 치료에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와 사고 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

다.여기에는 약 를 통한 의술상의 치료행 ,귀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무

속상의 치료행 ,그리고 민간의 습 등을 활용한 토속 치료행 등

치료와 련된 삶의 모습이 종합 으로 반 되어 있었다. 한 괴이한 질

병에 한 민간의 두려움은 역설 이게도 당시를 살아가는 군가에게는

이를 해소함으로써 민 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생각과 종교의 敎

理를 만들어 내도록 작용하는 가능성을 요구하 다.

지 까지의 論意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1820년 조선에서 발생한 콜

라는 치료 행 와 련된 당 인들의 정신세계를 종합해서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의학,무속,심리상 조선인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생각

체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극한의 공포감을 가져다주는 질병은 천주교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한 세 후 동학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흐름

을 불러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231)윤석산 주해,앞의 책,477쪽.여기에 등장하는 괴질은 1859,1860,1862년에 창궐한 콜 라로

생각된다.이 시기 콜 라에 해서는 三木 榮,앞의 책,65쪽 참조.

232)윤석산 주해,앞의 책,387쪽.(「안심가」『용담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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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연구는 19세기 콜 라의 세계 확산 상에 주목하여,콜 라가

조선에서 창궐한 후 이를 극복하기 한 조선 정부와 민간의 응 방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서술하고자 했다.이를 통해 질병에

처하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세계는 무슨 의미를 지니며 무엇을 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주제에 근하기 해 1820년 조선이 세계지리 상에서 차지하는

치 역시,“19세기 콜 라의 범세계 유행에서 분리시킨 채,개별 차원

에서 근해서는 안 된다.”는 을 바탕으로 삼았다.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1821년 콜 라 유행에 처하는 조선 정부와 민간의 응 방식을 사

회‧문화 측면과 연결하여 근해 보고자 했다.

연구 수행을 해 조선에서의 콜 라는 어떠한 경로로 발생했으며 구체

인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응

양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다.이와 함께 민간에서 느끼던 콜

라에 한 공포감,그리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병에 한 응 방식과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들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려 했다.

인도 벵갈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콜 라는 국의 인도 식민지배 이후

그들의 군인과 배에 의해 세계로 퍼져갔으며, 국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

되었다.조선의 콜 라는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1821년 콜 라는 7

월말에서 9월말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조선 팔도를 휩쓸었다.다음해 발생

한 콜 라는 4월말에서 9월말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 지역을 감염

시켰다.병균 확산에는 세균이 활동 가능한 날씨와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

인구 이동이 결정 기여를 했다.콜 라는 인간의 양상태 면역체계

와 깊은 련을 맺었다.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양질의 음식물을 섭취

하여 강한 면역을 지닌 계층은,병에 걸릴 확률이 그 지 못한 계층보다

상 으로 낮았다.

콜 라가 돌아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치그룹은 사악한 기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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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정치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식했다.

그들은 콜 라 발병 즉시 죄수석방 등의 조치를 통해 하늘의 노여움을 풀

고자하는 仁의 정치를 실행했다.콜 라가 속히 확산되고 의학 안

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내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여

겨지던 祭 의 설행에 집 했다.이는 별여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제사

의 신속하고 집 인 設行이었다.仁의 정치를 사회 가치 으로 삼은 조

선에서 여제는 통치 집단이 어진 정치를 수행하기 해 정 히 계획한 의

식이었다.이를 통해 정부는 민심을 감싸고 달랠 수 있었으며, 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 의 믿음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19세기 러시아와 국의 콜 라 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의 생

각과 감정을 무시한 정책은 심각한 항에 직면한다.같은 시기 조선 정

부의 제사를 주로 한 책 역시,세균의 실체를 알고 없애려는 방식은

아니었다.그러나 조선인들의 감정을 수용하며 그들의 생각과 방향을 같

이할 수 있었기에 민심을 수습하며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조선의 콜 라 공포를 이해하기 해서는 동시기 외국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유럽인의 공포는 첫째, 실에서 응할 수 없는 염병

앞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발생했다.둘째,지배층의 강압

책으로 콜 라보다는 사람에 한 공포가 극 화되어 폭력을 불러왔

다.조선인의 공포 역시 유럽인들이 느낀 첫 번째 공포와 동일하다.그러

나 원혼을 달래면 질병이 그칠 것이라 믿음으로써,귀신에 한 를 갖

추고 보살펴서 공포를 극복하려 했다는 측면이 달랐다.

콜 라 염이 극성할 당시 민간은 콜 라를 쥐가 발생시킨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쥐통’·‘쥐병’으로 불 다.사람들은 쥐의 형상을 한 귀신이 몸속

으로 고들면 콜 라에 걸리고 발을 통해 침입한 악귀가 다리를 갉아 먹

으면서 올라가 내장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했다.콜 라 환자의 근육 경련

을 목격한 조선인들은 질병이 쥐귀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믿음이 더욱 강

렬해졌다.이러한 사고는 사람들을 공포심이 극 화되는 방향으로 몰아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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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변형과 왜곡도 공포를 증 시키는데,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

망자 숫자에 담겨 있는 피해인식이다.이를 해 콜 라와 기근이 들었

을 당시 戶口상의 口數 감소를 비교함으로써,콜 라 사망자 숫자에 한

당시 기록이 과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동시에 이러한 기록은 조선

인들이 콜 라를 처음 했을 때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만큼 컸는지를 반

하는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콜 라 극복을 한 민 의 행동은 다양하게 표출 다.사람들은 기존

한의학 치료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자 모든 방식을 동원했다.여기에는

약 를 통한 의술상의 치료행 ,기도를 올리는 무속상의 치료행 ,민간

의 습을 활용한 토속 치료행 등 치료와 련한 모든 삶이 종합 으

로 반 되었다.이외에도 조선인들은 정부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귀의했다.극한의 공포와 맞서기 해 인간이 종교에 귀의하고 의지하려

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 가치 다.

콜 라는 한 종류의 세균이지만 사회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두해동안 지속된 상황

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공포에 따른 민 의 안정된 사회에

한 열망은 실 사회에 한 그들의 불만과 기감을 증폭시켰다.그리

고 이는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민 의 바램과 연결될 수 있었다.崔濟

愚는 19세기 콜 라가 유행하는 상황을,세상은 말세에 진입했고 백성들

은 도탄에 빠졌다고 평했다.그리고 실에서 극한의 공포로 다가오는 콜

라를 모티 로 삼아,종교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안도감

을 백성에게 제공했다.동시에 새로운 세상인 ‘개벽’을 언 함으로써 민

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고들 수 있었다.이 듯 콜 라는 19세기 새로운

생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제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1821년 조선에서 발생했던 콜 라를 상으로 정부와 민간의

응 양상 그 과정에서 보이는 조선인의 정신세계를 서술했다.그러나

콜 라에 한 정부 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 이 국왕을 심으로

한 앙 권력의 조치에 집 되었다.따라서 실제 병이 발생했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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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을 상으로 삼아 세 한 묘사를 수행하지는 못했다. 한 인구

사 측면에서 콜 라가 조선 사회에 미친 향과 그 충격이 여타의 재난

질병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비 을 차지하는지에 해서는 구체 으

로 설명하지 못했다.이에 해서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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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seongovernment'sand

people'sresponsesduringa

choleraepidemicin1821

Kim,Shin-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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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globalphenomenon ofa cholera epidemicin theearly 19th

century was noted,this paperemphasized the patterns ofJoseon

government'sandpeople'sresponsesagainsttheepidemictoovercome

when itwasseverely rampant.Cholera,an endemicofIndia,was

broughtintoJoseonthroughChinabytheBritishtroopsandvessels

duringtheircolonialperiodonIndia.

CholerainJoseonhadtwofeaturesasfollowed.Firstly,acholera

sweptoverthewholeKoreanPeninsulaexcepttheJejuislandsfrom

July to Septemberin 1821.Secondly,a cholera,breaking outthe

followingyear,stalkedthroughalloverthecountryincludingtheJeju

islandsfrom the end ofAprilto the end ofSeptember.Weather

conditionsfavorabletogerm multiplicationandhumantrafficalongthe

roadswerecrucially contributedtothecholeradiffusion.Effect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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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ra on human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their nutritive

conditionsandimmunesystems.Chancesofsomesocialstrata'sbeing

infectedbythedisease,whowerelivinginacleanenvironmentand

takinghighqualityfoods,wererelativelylowerthanthoseoftheother

socialstratawhowerenot.

TheRuling classthoughtthatcholerabrokeoutbecauseofevil

spiritsanddisharmonizedpoliticsunderthecircumstancesofpeople's

being victimized by theepidemic.Joseon government,withoutany

appropriatemedicalalternatives,focused on somehealing ritualsto

appeaseevilspirits,whichthepeopleofthattimethoughtthemost

reasonableplanwhilethediseasewasrapidlyspreadingoutthroughout

thecountry.Thehealingritualswerepreciselyplannedritesbythe

rulingclasstobestow abenignruletothepeopleinJoseon,where

virtuepoliticsweretakenasasenseofsocialvalues.Asaresult,the

governmentcould soothepublicsentimentand satisfy the people's

beliefstorepeltheepidemic.

In those days ofcholera being prevalent,people called it"rat

disease"or"ratpain"inthemeaningthatthediseasewascausedby

rats.Theythoughtthatobjectswerestrickenwithcholeraasghosts

inratshapesateintohumanbodies,andthedemons,infiltratinginto

human feet,were creeping up with gnawing on the legs,finally

damagedtheintestines.Whenthepeoplewitnessedmusclecrampsby

thedisease,theystronglybelievedthatcholerawascausedbythe"rat

ghosts".This incidents drove them into theutmosthorrorto the

disease.

Transformationanddistortionofinformationamplifiedpeople'sfear,

andvictim mentalityimmanentinthedeathtoll,showsitverywell.I

couldconfirmedthatthethenrecordsofdeathtollbythecholera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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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ggerated,by comparing thelossofpopulationoncensusatthe

epidemic outbreak with thatata greatfamine.Also,itcould be

understoodthattheserecordsreflectedhow largetheshockandhorror

ofJoseonpeoplewas,whentheyconfrontedthediseaseforthefirst

time.

People's counteractions against cholera were taken in various

fashions.Theystartedtotakeallthemeasurespossibleasexistent

traditionalmedicinedidnotworkonthedisease.Thoseweremedical

treatmentswithherbs,shamanistictreatmentsthoughpraying,andfolk

remediesmaking useofprivatepractices.In addition,many people

devoted themselves to Catholicism despite the government's

suppressiononthereligion.

Cholerawasonly amicrovirus,butitprovidedapossibility to

bringaboutanew thinking.Peoplehadbeenscaredtodeathwhilethe

untreatablediseasecontinuedfor2years.Fearandanferventdesire

forpublicsafetyamplifiedtheirdissatisfactionsandsensesofcrisis

towardsthesociety,anditcouldbeconnectedwithahopeoftheir

desiringanew world.

Choije-woo,thefounderof"Donghak(東學)",commentedthatthe

timeofcholeraprevalenceinthe19thcentury,whenpeoplewerein

distress,hadbeenjustliketheendoftheworld.Healsoprovided

peoplewithpeaceofmindtoovercomecholera,comingtothem with

an extremehorrorand thefear,with powerofreligion.Hecould

burrow deeplyintopeople'smindashementioned"Gaebyeok(開闢)",

theopeningofanew world.Likethis,choleraworkedasacatalytic

agenttobringaboutanew thinkinginthe19thcent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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