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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거위가 없으면 말을 못 한다”, “거위가 없으면 밥맛이 없고 거위가 하나
도 없으면 죽는다.”여기서 거위는 회충을 뜻한다. 회충을 비롯한 기생충은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왔다. 기생충에 대한 과거 일반 대중의 인
식은 예전부터 구전되어온 위의 두 문장으로 유추해 보건대 다른 질병에 
비해 비교적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 또한 없애고 싶으나 없앨 수 없는 더
불어 사는 생물이라는 관점이 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
부터 농경사회로 특히 토양매개성 기생충 질환이 만연하였다. 하지만 1964
년 ‘기생충박멸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생겼고 1966년 ‘기생충 질환예방법’이 
제정되어 전 국가적인 ‘기생충박멸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
행한 기생충박멸운동은 환경개선, 보건 교육 및 계몽 운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러 사업들 중 주를 이룬 것은 기생충박멸협회에
서 추진한 학교를 위주로 한 집단검사와 집단구충사업이었다. 국가적인 정
책시행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기생충 박멸운동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박멸운동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
에 기생충 질환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1920년대 대변검사에 의한 기생충 충란 양성률은 73.8%에 달했
으나 1931년 ‘기생충 질환예방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1943년에는 
대변 검사상 충란 양성률이 41.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말
인 1945년 58.1%로 다시 상승했고 1949년에는 73.1%로 다시 1920년대 
수준의 양성률을 보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1958년 ‘학교보건안전법’
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 학생들을 위한 기생충 질환 대비책을 포함시켰고 
한국의 기생충 박멸 운동과 유사한 ‘회충 제로 작전(回虫ゼロ作戦)’ 등의 
사업을 통해 일 년에 2회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 검변 및 양성자 대
상 구충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터득한 전문지식을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된 토양전파기생충 관련 국가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전파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박멸협회가 생긴 1960년
대 이후 기생충 감염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말에는 일본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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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수준인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 보다 먼저 기생충 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펼친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64년 기생충박멸협회의 설립, 1966년 기생충질환예방법 제
정 및 공포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박멸운동을 벌였고 일본과 비슷한 방식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검변 및 구충사업 등을 실시했다. 일본제국주의의 
기생을 경험하였던 한국은 전국적인 기생충 박멸운동의 과정에서 ‘기생충’
만이 아닌 ‘기생하는 존재’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기생충박멸
운동 이전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기생충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언
론매체를 통한 대중의 인식변화가 주효하였다. 기생충질환은 결핵, 성병과 
함께 삼대민족독(三大民族毒)중 하나였으며 기생충박멸은 국가안보와 직결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에서 ‘윌리엄 H. 맥닐’이 언
급한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의 관점에서 한국은 미시기생(微視寄生) 개념의 
기생충 질환만이 아닌 사회적 기생충의 박멸을 설파하며 인간기생충 박멸 
강조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시기생(巨視寄生)의 혐오에 관한 담론이 형
성되었다.

주요어 : 기생충, 기생충 박멸협회, 기생충 박멸운동, 회충 제로작전, 
        혐오감

학  번 : 2014-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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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의의

  지난 1999년 4월 18일 ‘20세기 한국 톱 10’이라는 제목의 KBS2 텔레비
전 프로그램에서 ‘한국 현대 의학 100년을 빛 낸 10대 사건’이라는 주제의 
방송이 전파를 탔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사학교실의 추천과 대한의
사학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이 방송은 지석영의 종두법 실시, 알렌의 서양의
학도입, 전염병 퇴치, 한국전쟁이후 선진 의료 기술의 도입, 기생충 박멸운
동, 국민의료보험 실시, 연탄가스 중독, 한탄 바이러스의 발견, 간염예방을 
위한 노력, 이식수술의 성공 순으로 우리 현대 의학사의 주요 사건들을 정
리했다. 이중 5번째로 언급된 기생충 박멸 운동은 1960년대 기생충 왕국이
었던 한국이 그 불명예를 벗어난 성공적인 사건이었다. 30대 이상 국민대
다수의 기억에 국민학교(현행 초등학교) 시절 채변봉투를 내던 것은 유년시
절의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아있다. 기생충 박멸운
동의 성공으로 이제는 학생들이 더 이상 채변 봉투를 낼 필요가 없어진 지
금, 기생충으로부터 승리한 우리는 그 대가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다발성 
경화증 등 과거에는 생소했던 자가 면역 질환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박멸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검변과 단체 구충이었다. 이 사업은 1969년 시작되어 1995년까지 
25년간 지속되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1969년 77.0%였던 학생 기생충 
감염률은 1989년에는 0.8%까지 감소한다.
  우리나라 의학계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기생충 박멸운동에 관한 많은 자
료들이 있고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우리의 시각에서 기생충 박멸운
동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강조가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생충 박멸
운동에 사용되었던 구체적인 방법들은 학생 대상 단체 검변 외에 어떤 것
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느 곳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과 함께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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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진 기생충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관
한 기록들은 고문서에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런 기생충을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 즉 박멸의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이고 이유는 무엇
인지, 그리고 박멸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떠하였는
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일본이 있었다. 일본의 기생충 퇴치를 위
한 노력은 한국보다 30여년 정도 앞서 있다. 이는 일본이 서구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때문도 있지만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우리나라는 의학
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에 의한 지배를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나
라는 질병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기생충 감염 퇴치 운동도 마찬가지로 광복 후에야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
기 시작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에서 일본 자본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기생충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부터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다. 그러
나 민간에는 여전히 '거위가 없으면 말을 못한다.', '거위가 없으면 밥맛이 
없고 거위가 하나도 없으면 죽는다.'1) ‘회충이 좀 있어야 어린애들이 밥을 
잘 먹고 순하게 자란다.’2) 며 기생충 감염에 대해, 특히 장내 기생충 감염
에 대하여는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3) 일본은 서구문화의 영향
을 빨리 받아 한국보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먼저 생겼다. 현재 일본인은 세
계적으로 청결하기로 유명한 민족이고 ‘후로즈키’(風呂好き,목욕애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씻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일제 강점기시
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은 ‘키타나이’(汚い, 더럽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달리 청결을 지향하는 일본인의 성향이 오히려 더 많은 
병균에 감염되게 하고 있다.)4) 기생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1) 동아일보 1966.04.06. 「구급신호 국민보건 (5)기생충」
2) 동아일보 1964.02.24. 「한 소녀의 신체에 천 마리의 회충이」
3) 기생충이 야기하는 다른 심각한 질환은 기생충에 의한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

였다. 폐흡층에 의한 증상을 폐결핵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4) 장필선, 「과잉청결이 빚은 역설 기생충과 공존하자」, 『말』, 1998
   동경치대교수 후지타 고이찌로는 “세계에서 극도로 청결한 일본인의 면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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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위생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기생충에 대한 과도한 혐오와 적개심이 
우리나라의 기생충 박멸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타국 사람에 비해 훨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들 몸의 세
균은 대부분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청결지향이 그 균
까지 제거해 일본인의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 것 같다. 우리들은 우
리 몸에 살고 있는 상재균을 박멸의 대상이 아닌 공생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
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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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의 분석과 본 연구의 필요성

  기생충은 숙주에게서 영양분과 은신처를 얻으며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생충은 종류별로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생활사와 감염기전을 가지고 있다. 기생충의 퇴
치를 위해서는 기생충의 여러 종류를 확인하고 각 종류별 기생충의 생활사
와 감염기전 등을 밝혀 감염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생충을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문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
이 기생충 감염 퇴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대 1회 졸업생이며 한국 기생충 학회 회장을 지내
기도 했던 주정균 박사는 저서 『한국 기생충학의 한 세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생충학을 태동기, 발상기, 발전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태동기는 
1850년부터 1900년까지로 1876년 한·일 수호조약과 이후 1822년 한 · 미 
수호조약, 1883년 영국, 독일 1884년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 프랑스 
1892년 오스트리아 이후 1901년 벨기에, 1902년 덴마크등 외국과의 수교
를 통해 서구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기생충학이 태동하기 시작한
다.5) 이 때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와 신부, 선원들은 본국에서 보
지 못한 한국의 곤충과 어패류 등을 관찰하여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고, 
한국의 정부병원인 제중원에서 근무하였던 알렌(Allen)과 헤론(Heron)은 
1886년 <조선정부병원 1차년도 보고서>(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에서 “학질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학질 환
자가 가장 많으며 회충, 촌충 보유자도 많이 찾아온다. 이때 기생충 보유자
들은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는 한 기생충 감염에 무관심 하였고 의사가 진
료 시 물어 확인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부 고관
대작 양반들은 병원에 오지 않고 종과 사환을 보내 금계랍(金鷄蠟, 
Quinine)약만 청구하곤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당시 엽전 20푼 하는 것을 
엽전 500푼씩 받았다. 그 이유는 고관대작일지라도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
에 나와 진료를 받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제중원 의사 에비슨

5) 주정균, 『한국기생충학의 한세기』, 국제교역문화,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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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son)은 “한국인 환자 중 두창, 머리부스럼이 많은 것은 불결함과 머리 
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장내 기생충증으로는 회충, 촌충, 요충과 분선충 보
유환자가 많다. 논이 많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학질 환자가 많
으나 금계랍 복용으로 잘 낫는다.”고 『The Korean Repository vol. 4』6)

에 발표하였다. 당시는 기생충 감염에 대한 경시풍조와 미신, 주술 등 민간
요법의 타파에 역점을 두고 계몽운동에 치중하였는데 이때가 한국기생충학
의 태동기라고 박사는 정의했다. 발상기는 1911년부터 1929년까지로 1889
년(광무 3년) 관립 경성의학교의 설립과 세브란스의학교 설립, 1895년 내무
부령 제9호 전염병 예방규칙, 제25호 전염병 소독 규칙과 내무부령 제 26
호 검역정선 규칙이 공포 및 시행되어 방역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었다. 
1916년에는 총독부 병원 부속기관으로 전염병·지방병연구과가 생겼으며, 초
대 과장은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郎)7)로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강
사로 부임하여 겸임하였다.8) 이 과에서는 급성 전염병과 말라리아, 장내기
생충 및 구충병, 페 디스토마등 특수한 질병의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였다. 
고바야시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당시 총독부 학무국에서 주최한 일반의
사 및 보건요원 강습회 강연 내용을 보완한 『인본기생충(人本寄生蟲)의 이
야기』라는 책을 교재로 기생충학을 강의하였다. 교재의 내용은 이질아메바, 
말라리아, 디스토마, 촌충, 십이지장충 및 회충의 감염경로, 증상, 예방 및 
치료, 검사법 등이다. 이후 고바야시는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창설
되면서 의학부내의 미생물학교실 제 2강좌인 기생충학 교수로 전임되었
다.9) 1925년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도 사이토(崔棟)교수가 부임하
여 기생충학강의가 시작되었다.10) 이 무렵 1910년에는 우역혈청연구소에서 

6) 『The Korean Repository』는 1892년 1월에 영국인 선교사 F.올링거(F. 
Ohlinger) 부부가 창간한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한국에 온 선교사들과 서양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7)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郎, 1884~1969) 간흡충의 중간숙주가 민물고기임을 
밝힘.

8) 『서울대학교의과대학사 자료집 I』,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2002, 
p.109

9) 같은 책 p.136
10) 주정균, 『한국기생충학의 한세기』, 국제교역문화, 198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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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기생충 관련 조충(Taenia), 낭미충(Cysticercus), 회선사상충
(Onchocercosis), 트리파노소마(trypanosoma), 바베시아(Babesia), 글로
비디움(Globidium), 근육포자충(Sarcocystis)등을 조사하였고 1924년 총독
부 경무국에서 한국 최초의 전국규모 장내기생충과 말라리아 및 폐디스토
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발전기는 1930년부터 1980년까지로 광복 전
까지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성과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전까지 발표된 기
생충학 학술논문은 약 590편이고 이중 한국 학자의 논문은 공동저자 포함 
60편 45명이다.11) 따라서 이는 지리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 내의 기생충학
의 발전기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930년부터 1945년을 한국 기
생충학의 발전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기생충 질
환 변천사를 최근세로부터 1945년 광복이전까지와 광복이후 기생충 집단 
관리사업 시행 이전인 1968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로 구분 짓거나12)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기생충 집단관리사업 이전 기, 기생충 집단관리 사업기
로 나누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13)

  한국의 기생충 질환의 퇴치는 기생충 박멸협회와 기생충 박멸운동으로 
상징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전 국민이 동참한 하나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
런 기생충 관련 사업은 세계사의 여러 곳에서 체제 홍보용으로 사용 된 것
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주혈 흡충 박멸사업,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미국의 
테네시 유역의 개발과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폰타인 습지 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14) 싱가폴 국립대학의 존 디모이아는 우리나라의 기생충 박멸 
운동의 대규모 검변 사업을 국가를 위한 샘플 채취라고 정의 하며 현재 대
한민국의 의료 관광과 고도 생명공학 연구의 국가적 주도 정책의 시작으로 
기생충 박멸운동을 들기도 하였다.15) 이 사업의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기생
충 감염률은 급감했고 더 이상 기생충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게 

11) 주정균, 『한국기생충학의 한세기』, 국제교역문화, 1986. p.19
12) 이순형,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변천사」, 『대한의사협회지』, 2007
13) 서홍관·황상익·채종일, 「한국 장내기생충 감염의 시대적 변천과 그 요인에 대

한 관찰」, 『대한의사학회지』, 1992
14) 정준호,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후마니타스, 2011. p.157-162
15) 한도현, 신동원 외, 『에포컬 모멘텀』, 들녘, 2012 p.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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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학과 기생충 질병 퇴치의 역사에서 일본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토양으로 발생하는 기생충의 
종류는 다른 점이 있었으나 그 관리 과정은 우리나라가 시행한 것과 유사
한 방식으로 비슷한 과정을 먼저 겪게 되고 그 경험을 우리나라에 전수해 
준 것이 된다. ‘윌리엄 H. 맥닐’이 언급한 거시기생(巨視寄生)16)의 관점에
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숙주와 기생의 관계로 35년을 함께 했다. 기생충은 
중의적인 의미로 남의 것을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며 빼앗는 존재로 여러 국
가와 문화권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서도 히
틀러는 유대인을 ‘언제나 다른 인종에게 기생해온 유일한 존재’17)로 정의하
여 나치의 만행을 정당화 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생충과의 싸움은 긴 식민
지 생활로 더 이상 숙주로 살고 싶지 않은 한국인들의 분노와 혐오의 감정
이 녹아들었다. 일제 강점기 전후의 시대상을 녹여낸 채만식의 단편 『논 이
야기』를 보면 일제 강점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층의 숙주로밖에 
살수 없는 한생원의 냉소적인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18) 이에 숙주와 기
생의 관계였던 두 나라가 가진 공통의 문제 중 하나였던 기생충 질환의 퇴
치 과정을 확인해 보고 각 나라의 기생충 질환 퇴치과정의 세부사항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16) 윌리엄 H. 맥닐,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92 p.19-20
    인간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원체에 의한 미시기생(微示寄生)과, 

대형 육식동물에 의한 거시기생(巨視寄生)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고, 거시기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이다.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에서 정복자는 식량 등을 생산자로부터 수탈함으로써 기생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17) 칼 짐머, 이석인 역, 『기생충 제국』, 궁리 2004 p.51
    아돌프 히틀러, 황성모 역, 『나의 투쟁』, 동서문화사, 2014 p.1055
18) 채만식, 「논 이야기」, 『해방문학선집』, 종로서원,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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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기생충의 역사

1. 기생충의 기원

  기생충이란 사람과 가축의 체내와 체 표면에 기생하면서 숙주로부터 영
양을 공급받고 천적의 공격에 대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미세한 생물을 
말한다. 기생충은 과거 인류의 시작 전부터 지구상에 나타나 생물 진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화는 숙주와 기생충의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결과이며 숙주는 기생충으로부터 자신과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역체계를 만들어가고 기생충은 그런 면역체계를 피해가기 위한 진
화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19)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후 약 
300종의 내장기생충(helminth worms)과 약 70여종의 원충기생충이 체내
에 기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20)

  기생충에 대한 옛 기록을 보면 기원전 중국에서 발간된 고의서 에서는 
기생충이 숙주 체내에서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믿어 왔으며, 서양에서는 인
류의 조상 아담의 체내에 있던 기생충이 아담의 갈비뼈에 숨어 있다가 그 
갈비뼈를 통해 이브의 체내로 옮겨졌다고 믿는 학자가 있었다.21) 성경 중 
구약의 민수기의 내용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뱀을 기생충의 한 종류로 보는 의견이 
있다. 기원전 1500년경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

19) 매트 리들리, 김윤택 역, 『붉은 여왕』, 김영사 2006 p,119
20) F. E. G. Cox, History of Human Parasitology, Clinical Microbiology 

Reviews. 2002; 15:595-612
21) 주정균, 『한국기생충학의 한세기』, 국제교역문화, 1986. p5
    R. Hoeppli, 「The Knowledge of Parasites and Parasitic Infections from 

Ancient Times to the 17th Century」, 『Experimental parasitology V』, 
398-4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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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rs papyrus)에는 서로 다른 종으로 추측되는 기생충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중 증상을 ‘aat blister’라고 언급하며 치료법을 ‘벌레의 끝을 감아 
천천히 꺼내라’고 되어있는 기생충이 있다. 성경과 에버스 파피루스에서 언
급한 ‘불뱀’과 ‘벌레’는 메디나충(Dracunculus medinesis)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인다.22) 메디나충은 감염부위에 수포를 생성하며 타는 듯 한 작열
감(burning sensation)과 소양감(Itching)을 동반한다.23) 이 때문에 감염자
는 증상 완화를 위해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 때 수포가 물과 접촉
하면 병변 부위가 터지면서 궤양이 형성되어 이 부위로 긴 메디나충의 일
부가 노출된다. 이 메디나충의 치료법은 병변에서 충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노출된 긴 충체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긴 막대기에 노출된 충제를 천
천히 감아 말아서 충체의 끝까지 제거하는 것이 확실한 치료법이다. 중간에 
충체가 끊어져 체내에 남아있게 되면 충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및 염증
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막대기에 충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마는 
과정은 수일간 지속된다. 또한 일본의 고서에도 항문으로 나온 촌충을 긴 
대나무 막대에 천천히 감아 제거하라는 기록이 있다. 이때 메디나충이나 촌
충이 감긴 막대기의 모양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
오스(Asklepios)가 들고 있는 뱀이 감긴 지팡이의 형상과 거의 흡사하다.24) 
물론 지팡이의 뱀이 약초를 물고 오는 신화속의 뱀으로 알려져 있기도25) 
하지만 지팡이에 감겨진 뱀이 기생충의 치료법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 있
다는 견해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기생충 질환의 치료가 고대 
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R. Hoeppli, 「The Knowledge of Parasites and Parasitic Infections from 
Ancient Times to the 17th Century」, 『Experimental parasitology V』, 
398-419, 1956

   박성웅, 서민, 정준호, 『생명진화의 숨은 고리 기생』, MID, 2014, p.109
23) 채종일, 『임상기생충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303-304
24) 칼 짐머, 이석인 역, 『기생충 제국』, 궁리 2004 p.29
25) Lois N. Magner, 『A history of medicine』, Tylor&Francis, 2005 p.105
    뱀에게 약초를 잃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적 왕 길가메시와는 달리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성스러운 뱀(sacred serpent)으로부터 약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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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보르게스 미술관, 로마26)      <그림2> 아스클레피오스 신전터,   
                                                             로마27)  
                                              
  기원전 2600년경 중국 고서 황제 내경에는 인체 기생충의 기생부위, 형
태에 따라 삼시충(三尸蟲), 구충(九蟲)과 오장충(五臟蟲)으로 구분되어 기술
되어 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기
생충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충의 존재는 의학이나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사
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호기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기생
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현대적 의미의 기생충학은 
19세기말 유럽 제국이 식민지에 관리원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
은 숙주를 만난 기생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은 유럽인들의 필요성에 의
해 탄생하여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열대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유럽제국과 식민지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다.28)

26) 촬영일 2015. 8.18, 촬영자 황임경    
27) 촬영일 2015. 8.16, 촬영자 이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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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충
(三尸蟲)

상시충(上尸蟲) 팽거(彭踞), 사람의 형상

중시충(中尸蟲) 팽질(彭), 네발 짐승의 형상

하시충(下尸蟲)
팽교(彭蹻), 사람의 다리 위에 소의 머리. 뱃
속에 있으며 장을 꼬이게 하고 근골이 마르
고 다리에 힘이 없게 한다.

복충(伏蟲) 모든 충의 우두머리, 장충

2. 한국에서의 기생충

  고고기생충학적 연구 상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흡층류 기생충에 감
염되어 있었다. 간흡충, 폐흡충의 경우 27.8%의 비교적 높은 감염률을 보
였다. 이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흡층류의 중간숙주인 민물 생선과 해산물 
등을 날 것으로 즐겨 먹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9) 또한 인분을 비료로 사용
한 기록이 남아 있어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30) 1610년
(광해군 2년)에 완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학서적인 동의보감(東醫寶
鑑)에도 기생충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기생충의 종류를 삼시충(三尸蟲), 구
충, 오장충, 노채충의 4종류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삼시충은 상시충, 중시
충, 하시충으로 구충은 복충, 우충, 백충, 육충, 폐충, 위충, 약충, 적충, 요
충으로 나누었다.

<표1> 동의보감에 나타난 기생충의 종류31)

28) F. E. G. Cox, 「History of Human Parasitology」, 『Clinical Microbiology 
Reviews』. 2002;15:595-612

29) 기호철 외, 「조선시대 흡충류 감염기전에 대한 고찰」, 『J Korean Med Asso
c』, 2014 October; 57(10): 866-875

30) 최덕경, 「조선시대 분뇨시비와 인분-고대중국의 분뇨이용과 관련하여」, 역사학
연구, 2010

    기호철 외, 「조선후기 한양 도성 내 토양매개성 기생충 감염 원인에 대한 역
사 문헌학적 고찰」, 『J Korean Med Hist 22』 : 89-132. 2013

31) 여인석, 동의보감에 나타난 기생충 질환, Kor. J. Med. History Vol. 2 1993, 
p.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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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九蟲)

우충(蚘蟲)

회충(蛔蟲)이라고도 함, 심장과 비장을 뚫어 
찔러 사람의 심장의 혈을 마셔 영특해진다는 
설명이 개나 고양이를 침범하는 
심장사상충(Dirofilaria immitis)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됨.

백충(白蟲)
1촌(3cm) 정도의 길이, 감염시 생쌀, 생차, 
날고기, 과일, 훈제한 고기를 좋아하게 된다. 
사람의 장부를 뚫고 들어가 굴을 형성한다.

육충(肉蟲) 문드러진 살구형태, 마음이 근심으로 차게 만
듦.

폐충(肺蟲)
사람의 정기를 먹고 폐의 입구를 지켜 기침
과 가래가 생기게 함. 심하면 피를 토하기도 
함.

위충(胃蟲) 구토, 딸국질 유발. 사람을 마르게 하고 입술
이 마르고 소양감이 생긴다.

약충(弱蟲) 오이씨 모양으로 사람이 잠을 많이 자게 한
다.

적충(赤蟲) 날고기 모양. 식욕이 없어지고 기가 탁하고 
혈이 뭉침.

요충(蟯蟲) 채소벌레모양. 피부병을 일으킨다.

오장충
(五臟蟲)

심충(心蟲) 회충(蛔蟲)

비충(脾蟲) 촌백충(寸白蟲)

신충(腎蟲) 방절사루(方截絲縷) 각진 것들이 끊겨지며 연
결되어 있다. 조충류

간충(肝蟲) 문드러진 살구형태, 육충(肉蟲)

폐충(肺蟲) 누에모양. 난치성.

노채충
(勞瘵蟲)

소모성 질환. 열이 나며 식은땀을 흘리고 객혈과 가래가 끓는 
증상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의 결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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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삼시충은 사람의 출생부터 함께하는 육체와는 구분되는 영혼과 비
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다.

  1499년 연산군대에 간행된 의서인 구급이해방(救急易解方)32)에도 기생충
에 관한 언급이 있다. 적취(積聚)33)의 치료에 만병원이 이용되는데,(만병원
(萬病圓) : 만병원(萬病元)과 통용된다.) 만병원(萬病元) 처방에 관해서 『동
의보감』 잡병편 권6 〈적취〉에는 『화제국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곱 가지 벽괴, 여덟 가지 비만병, 다섯 가지 전간병, 열 가지 주오, 일곱 가
지 비시, 열 두 가지 고독, 다섯 가지 황달, 열 두 가지 학질, 열 가지 수병, 여
덟 가지 대풍증, 열 두 가지 습비증 및 적취로 인한 창만증, 오래된 심복통, 감
충ㆍ회충ㆍ촌백충, 오랫동안 쌓인 담으로 여위고 피곤한 것을 치료한다. 혹은 
부인의 자궁에서 어혈이 엉기고 막혀서, 이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는 이 약 3환을 1제로 하여 복용하면, 3제를 넘지 않아서 병이 모두 제거된다. 
치료 범위를 말로 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약을 ‘만병원’이라 한다. 작약ㆍ천초
ㆍ육계ㆍ궁궁ㆍ건강ㆍ방풍ㆍ파두상ㆍ서각방ㆍ당귀ㆍ길경ㆍ원화〈식초에 적셔 볶
은 것〉ㆍ적복령ㆍ인삼ㆍ황금ㆍ황련ㆍ상백피ㆍ포황ㆍ전호ㆍ대극ㆍ정력자〈볶은 
것〉ㆍ사향ㆍ세신ㆍ웅황ㆍ주사ㆍ자원ㆍ우여량〈식초에 담갔다가 갈아서 수비한 

32)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http://db.itkc.or.kr/)
    療七種癖塊 八種痞病 五種癲癇 十種疰忤 七種飛尸 十二種蠱毒 五種黃疸 十

二種瘧疾 十種水病 八種大風 十二種濕痺 及積聚脹滿 久遠心腹痛 疳 蛔 寸白
諸蟲 久積痰飮 消瘦疲困 或婦人子臟中瘀血凝滯 因此斷產 服此藥以三丸爲一
劑 不過三劑 其病悉除 說無窮盡 故稱爲萬病元 芍藥 川椒 肉桂 芎藭 乾薑 防
風 巴豆霜 犀角鎊 當歸 䓀莄 芫花醋炒 赤茯苓 人蔘 黃芩 黃連 桑白皮 蒲黃 
前胡 大戟 葶藶子炒 麝香 細辛 雄黃 朱砂 紫菀 禹餘糧醋淬硏水飛 甘遂 牛黃 
各一兩 蜈蚣十二節去頭足炙 芫靑二十八箇糯米同炒 米黃色取去翅足 蜥蜴去頭
尾足炙四寸 右末 蜜丸小豆大 溫水或薑湯下三丸 以吐利爲度

33) 적취(積聚)란 오랜 체증으로 인해서 배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으로 현벽(痃
癖), 징가(癥瘕)와 함께 기본적으로 몸속에서 유형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고, 부위와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취(聚)는 적취의 하나로, 배 
속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긴 것인데, 일정한 형태와 고정된 위치가 없고, 아픔
이 여기저기로 옮겨지는 병증이다. 적(積)은 적취의 하나로, 배 속에 생긴 덩
어리인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고정된 위치에 있으며, 아픈 부위도 이동되는 
일이 없이 고착되어 있는 병증이다. 현벽은 적취의 하나로, 배꼽부위와 갈비 
아래에 덩어리가 생긴 것이다. 징가는 아랫배 속에 덩어리가 생긴 병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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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ㆍ감수ㆍ우황 각 1냥, 지네〈열 두 마디 짜리로 대가리와 발을 제거하고 구
운 것〉, 원청 28개〈찹쌀과 함께 볶아서 쌀이 누렇게 되면 날개와 발을 제거한 
것〉, 도마뱀〈머리와 꼬리 및 다리를 제거하고 구운 것〉 4촌. 위의 약재들을 가
루 내어 꿀에 반죽하여 팥알 크기의 환약을 만들어서, 따뜻한 물이나 혹은 생
강 달인 물로 3환씩을 삼키되 토하거나 설사할 때까지 복용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1818년 완성한 『목민심서(牧民心
書)』에도 기생충에 대한 언급이 있다.

『목민심서』 애민(愛民) 6조

제1조 양로(養老)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백성들이 노인에게 공경할 줄을 알 것
이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말하였다.

“80세 이상 장수한 남자 21명과, 여자 15명을 뽑아서 전모(氈帽) 36개를 사서, 
남자는 자주색으로 여자는 검은색으로 하여 입동(立冬) 날에 관(官)에서 나누어 
주니, 그 비용이 불과 1관(貫) - 돈 10냥 - 인데,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였
다.”
계피와 생강을 넣은 엿을 법대로 36근을 만들어서 유지(油紙)에 싸 두었다가, 
동짓날 관에서 나누어 주면, 그 비용이 1관이 채 못 되는데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엿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은 엿 30여 근을 만들고 거기다가 계
피(桂皮)ㆍ건강(乾薑)ㆍ진피(陳皮)ㆍ반하(半夏)ㆍ과루인(瓜蔞仁)ㆍ천초(川椒)ㆍ오
매(烏梅)ㆍ칠엽(漆葉) - 껍데기를 쓰기도 한다. - 각 2냥, 호초(胡椒)ㆍ남성(南
星) 각 1냥을 갈아서 골고루 섞고, 엿이 식기를 기다려서, 볶은 콩가루로 엿을 
입힌다.
이 엿은 담(痰)을 누그러지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회충을 가라앉히고 기운
을 내려가게 하니, 노인에게는 겨울에 매우 좋은 것이다.

  노인들에게 약용 작용이 있는 계피와 생강을 넣은 엿을 나누어 주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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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으로 인한 증상을 가라앉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7권, 11년 11월 16일 두 번째 기사

입직(入直)한 제장(諸將)과 승지(承旨)등에게 명하여 사정전(思政殿)에 모여 수
경신(守庚申)하게 하고 내탕(內帑)을 심히 후하게 내주었다.

  여기서 ‘수경신’은 중국 도교의 제전으로, 경신일 밤에는 사람의 몸에 있
는 삼시충이 사람이 자는 동안 하늘로 올라가 지고신에게 그 사람의 죄를 
고한다고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자지 않고 삼시충을 지켜 죄를 고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충(蟲)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충(蟲)이 없는 사람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충이 동하여 일으키는 증상을 치료 하고자는 하였으나 충의 완전한 
제거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랜 세월동안 일반 백성들
은 기생충이 주는 폐해에 큰 관심이 없이 기생충과 더불어 살아왔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기생충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일본 학자들이 경성제
국대학에 부임하면서 일부 한국 학생들에게도 기생충을 접할 기회가 주어
졌다. 하지만 일본인 교수가 조선인 후학을 양성하지는 않았다. 국내 기생
충학 1세대 학자이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생충학교실을 창설한 임한
종 박사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기생충학은 “일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시
혜를 베푸는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기생충학이 일본 학자에 독점돼”있었
다.35) 하지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 중 소수였던 조선인 학생들도 
교수인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郎)에 의해 기생충학을 접할 수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생충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중
에는 작곡가 나운영(羅運榮)의 동생 나순영(羅順榮)도 있었다. 나순영은 경

3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35) 한겨레신문. 2004.7.29. 「나는 기생충 최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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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대 출신으로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 제2강좌인 기생충학의 전임강사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다 6.25전쟁 시 북으로 가게 되어 북한에서 기생충
학을 연구하게 된다.36)

3. 일본에서의 기생충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생충란 유적이 남아있다. 발견된 기생
충란은 조몬시대인 약 5500~4000년 전의 것으로, 아오모리현 산나이 마루
야마 유적에 남아있다. 알의 종류는 편충란이 대부분이고 1㎠당 1300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었다. 기생충의 알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 적당한 
조건하에서는 비교적 형태가 잘 보존된다. 이 유적은 1㎠당 천개 이상의 기
생충란이 발견되어 화장실로 간주되었다.37) 당시 발견된 기생충란의 형태나 
크기로 기생충의 종류를 확인 할 수 있다. 2000년 전 아사히유적 아이츠현
에는 편충란 이외에도 회충란이 발견 되었다. 일본도 기생충 감염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분뇨의 사용을 들고 있다. 분뇨가 비료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헤이안 시대(최초 기록 927년)부터이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의학서인 984년의 의심방(医心方)에도 기생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는 610년 중국의 제병원론(諸病源論)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책 제 7권에 
구충에 관한 기술과 감염시의 임상증상, 기생충의 모양과 기생부위, 치료에 
필요한 약초 등에 대한 기술이 있다.38)

  일본의 기생충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카타야마 병이라고 불렸던 일본 
주혈흡충증이다. 에도시대 말기 1847년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 원인불명
의 병이 유행하였다.39) 논에 들어간 주민이 발진이 생겨 발열, 설사, 혈변
이 생기고 복수가 차서 죽게 되는 병이었다. 이 병이 카타야마 병으로 알려
지게 되었고 『가타야마기』란 책에 일본 주혈흡충증에 대해 세계 최초로 기

3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50년사』, p.11
37) 巖城隆, 「日本人のくらしと寄生虫」, 『はらのむし通信 第193号』, 2013
38) 위와 같음
39) 小島莊明, 『寄生虫病の話』, 中公新書, 2010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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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있다.40) 1904년 지역 개업의 미카미 사부로(三神三朗)와 오카야마 
의전 교수 카츠라다 후지로(桂田富士郎)가 병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 
환자의 대변 중에서 십이지장충의 충란보다 큰 충란을 발견하여 병의 원인
이 신종 기생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지역 주민이 
키운 고양이를 해부하여 문맥 내에서 백색 충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
이 환자로부터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41) 후에 원인이 되는 흡충을 발
견하여 일본 주혈흡충(Schistosoma japonicum)으로 명명하게 된다.
  이후 일본에서는 1876년부터 1877년까지 독일인 내과의사 엘빈 벨츠(E. 
Baelz), 하인리히 쇼이베(H. B. Scheube)가 기생충학 분야에 공헌하였고, 
1879년 찰스 호이트만은 도쿄대에서 동물학을 가르쳣다.42) 일본인 이이지
마(飯島)는 도쿄대학에서 기생충학을 배운 뒤 1881년 독일에 유학하여 당
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충 학자 중 한명이었던 라이프치히 대학의 
루돌프 로이카르트(Rudolf Leuckart)43)에게 동물학을 배웠다.44) 1883년에
는 각 부현에서 폐와 간의 기생충 질환을 보고하도록 하였고,45) 1915년에
는 내무성에서 기생충 질환의 예방을 위한 개량변소 등의 연구가 시작되었
다.46) 1929년에는 기생충 학회가 창설되었다. 1949년 도쿄 기생충 예방협
회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조직인 일본 기생충 예방회로 발전하였다.47) 1958
년에는 학교 보건법이 재정되어 이법에 따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검변, 집단 구충을 시행하여 이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48) 인
구 중 학동기 학생들이 기생충에 가장 많이 감염된 집단 중 하나였고 의료 
관련 전문직이 아닌 학교 교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40) 같은 책 p.156
41) 같은 책 p.158
42) 같은 책 p.163
43) Rudolf Leuckart(1822~1898). 독일의 동물학자로 기생충에 대하여 연구하여 

근대 기생충학의 기초를 정립하였다.
44) 小島莊明, 『寄生虫病の話』, 中公新書, 2010 p.162
45) 厚生省医務局, 『医制百年史』, 1976, p.676
46) 같은 책 p.695
47) 小島莊明, 『寄生虫病の話』, 中公新書, 2010 p.180
48) 같은 책 p.183-184



- 18 -

들 대상 접근의 장점이 있었다.49) 이런 과정에서 1962년 코미야 요시타카
(小宮義孝)는 ‘회충제로작전’을 제창하여 기생충의 생리를 고려한 집단 구충
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검증 하고 집단 검변의 방법으로 카토카츠법
(Kato-Katz법, 셀로판후층도말법 , cellophane thick smear)을 사용하였
다.50) 1968년에는 일본 내 <가족계획국제협력재단>이 만들어 졌고 기생충 
약을 가족계획지도원이 보급하게 되었다.51) 1969년에는 한일 기생충 예방 
협정이 체결된다.

 
  

 

<그림 3> 『虫鑑』 (1809년)
          교토의 술집에서 나온 벌레 (약 6m)52)

49) 같은 책 p.184
50) 같은 책 p.184
51) 같은 책 p.181
52)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巖城 隆, 「日本人のくらしと寄生虫」, 『はらのむし通信 第193号』 目黒寄生虫

館, 2013. p.8 그림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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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新撰病草紙』 (1850년)
(송어 생식 후 나오는 2-3마리, 8-9척 기생충을 젓가락으로 말아 빼고 있
는 모습53))

제 2 절 기생충 질환 퇴치 운동

  기생충 감염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 두 나라 외에도 서
양 여러 나라에서도 기생충에 관심을 가졌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 
이미 기생충 박멸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이를 통한 교육과 치료가 이
루어졌다. 기생충의 생활사를 모르고 구충제가 없던 시절과는 달리 기생충
의 생활사가 알려져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구충제가 개발되
자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생충 박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54) 한국과 일본도 같은 과정을 거쳤고 유럽 학자들의 영향을 받
아 일본이 기생충에 감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기
생충 퇴치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1945년 패전 후 일본의 기생충 감염

53) 동북대학교 부설도서관 의학분관 소장
    巖城 隆, 「日本人のくらしと寄生虫」, 『はらのむし通信 第193号』 目黒寄生虫

館, 2013. p.9 그림3 재인용
54) Dwight D. Bowman, 「Successful and currently ongoing parasite 

eradication programs」, 『Veterinary Parasitology 139』 (2006) 2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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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으나 다시금 시작된 퇴치 노력으로 기생충 감염
률은 다시 낮아지게 된다. 해방이 후 한국도 기생충 학자들에 의한 본격적
인 기생충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기생충 박멸운동이 전
개되어 성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나라의 이런 기생충 박멸운동 전개의 세부
적인 사항들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에 <기생충 박멸 운
동>이 있었고 일본에는 <회충제로작전, 回虫ゼロ作戦>이 있었다. 일본의 
회충제로작전은 1962년 코미야 요시타카(小宮義孝)에 의해 현단위 도시와 
초 중학교 위주로 회충란 보유율의 감소를 목표로 시행되었고 1965년 일본 
기생충 예방회의 결의로 본격화 되었다. 일본인의 높은 회충 감염률이 충란
에 의한 재감염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회충의 박멸을 목표로 하였다.55)

1. 한국에서의 기생충 질환 퇴치 운동

1) 해방 이전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조선에도 기생충의 생활사와 피
해정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
한 조선인 의학자들은 기생충의 문제를 인식하여 일반 대중에게 계몽하려
고 했다. 경성제국대학의 교수가 직접 기생충의 폐해를 신문사에 기고하기
도 했다. 기생충은 일제 강점기부터 민족의 정기를 갉아 먹는 박멸해야할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기생충의 존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족과 나
라의 문제였다.

55) コミヤ,ヨシタカ, 『魚の体温:その他』, 東京:光風社書店, 1967 p.342-347.
    日本環境衛生センタ, 『生活と環境』, 1963 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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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민족생명과 기생충」 1931. 5. 12.

 「民族生命(민족생명)과 寄生虫(기생충)」 기사 전문.

민족생명과 기생충 민족적으로 퇴치하자
일(一)
작년중 경성부(京城府) 위생과(衛生課)에서 검사한 전인원 육백육십팔명중 기생
충이 없다 인정된 인원은 겨우 사십팔명에 불과하고 이여(爾餘)륙백이십명 즉전
인원의 구할삼분은 기생충 보유자라 한다. 이 검사한 인원은 자진하야 검사를 
요구한 사람도 잇스나 대게는 순화원(順化院)에 입원한 환자를 검사한 것이라 
한즉 거의 임의적 검사인원이라고도 볼수잇다. 전인구의 구할삼분까지가 기생충
의 보유자라하면 이는 실로 민족적 문제다.
이(二)
이제 그 통계의 내용을 보면 십이지장충 환자가 삼백일명임을 필두로 회충 일
백팔십칠명 동양모선충 일백팔십일명 편충 삼백오십명 간디스트마 이십칠명 폐
디스트마 십일명 조충 육명의 순서로서 그 도합의 일천이백육십삼명인 것은 일
인이 수삼 기생충을 가진 이유라 한다. 검사인원 육백육십팔명중 구할삼분외가 
기생충 환자라 함이 놀라울 일이어든 하물며 이 육백이십명이 일천이백육십삼
종의 기생충을 가졌다 함은 일인 평균 이종류의 기생충을 가지게 된것이니 경
성인의 기생충의 다(多)함에 경악치 않을 수 없다. 경성뿐아니라 이 현상은 전
조선에 만연되지 안햇슬수없을 것이다. 돌이어 경성보다 의료기관이 발달치 못
하고 생활정도의 경성만 못한 지방으로서는 이 현상 이상을 현출(現出)햇슬망정 
이하는 안되엇스리라. 대정 십사년 이래 각도 생도(生徒)급 농촌생활자에 대하
야 소범위 복내 기생충을 조사한 결과는 검사인원 백에 대하야 칠, 팔십%가 기



- 22 -

병명 전년월 발생 후유

폐디스토마 30,822 4,000 28,251

십이지장충 11,132 16,063 9,697

생충의 보유자라하며, 심한 지방에는 구십%이상에 달한다 한다.

소화삼년(昭和三年) 중 전조선의 기생충환자의 상황은 여좌(如左)하다. (조선위
생요람)

회충, 조충, 폐디스토마의 통계가 없으나 이것들이 전기(前記) 양종(兩種)보다 
불하(不下)할 것은 상기 경성부의 조사에 의하야 명백하다.
삼(三)
이와 같이 기생충은 전민족의 것이다. 해가(奚暇)에 학업을 수득하며 창조력을 
발휘하랴. 조선인의 무활기 무능력한 것이 일반으로 인정되는 바어니와 그 원
인에 기생충의 다(多)한 것을 거함은 결코 과장적이 아닐 것이다 의학자들의 말
을 들으면 조선인에 이 기생충이 많은 이유는 음식에 인분을 쓴 소채(蔬菜)와 
기생충이 숙(宿)하는 생육을 애용한다하는 까닭이라한다. 사실 오등(吾等)은 소
채를 연중 애용하는바 그 수용하는 소채는 생활수입의 적고 위생관념의 부족한 
현재로서는 인분을 쓴 소채를 수용치 않을 수 없다. 해, 가재등도 부령으로 금
지되엇스나 오랫동안의 습관이 일조에 없어질수 없는 모양이니 창간에 아즉 이
것이 애용됨은 부득기하다. 그러면 일조에 식물의 환경을 변할 수는 없으니 오
등이할바는 예방의 일방 그 구축에 전 노력을 경주함에 잇슬 것이다.
사(四)
기생충의 구축에는 비교적 특효약이 많다 한다. 폐디스토마에 에메틴, 회충에 
싼토닌 등등 그러나 의약은 요컨대 위생사상과 아울러 경제의 소유자에게 이용
할수잇다. 이것을 개개인에 맷겨 두는 것은 그 근본적퇴치를 바랄수 없는 소위
이다 국가는 정히 국민보호를 위하야 이의 퇴치의 전노력을 경주치 않으면 안
된다. 왕년 폐디스토마를 퇴치키 위하야 부령을 발표하며 주사를 시하는등 볼
만한 노력이 많앗는데 근일은 어찌된 셈인지 조금도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하니 
이것도 당국이 건망증에 의함인가. 경찰비의 많기로 유명한 조선에서 경비비의 
일부라도 쪼개 이 위생비에 더 첨가하면 그 실효는 가관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기생충은 실로 민족의 원기를 저상하는 것이니 당국의 시설에만 믿지말고 민중
이 스스로 보건기관을 맨들어 민족적 적의 구축에 전력치 안흐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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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기사에서 화자는 조선인들의 무능력하고 
침체된 현 상황의 원인으로 기생충의 감염을 들며 조선인의 기생충 감염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인에게 기생충 감염이 흔한 원인
을 인분을 사용한 채소의 섭취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개개인의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건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설파한다. 당시 상황
에서 이미 기생충의 감염은 예방이 중요하고 이는 개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제도적인 기반에 의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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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동아일보 「가정상비구충약」 1931. 09. 13. 

미츠비시물산주식회사 약품부
“회충구제는 몸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구충약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먹는 것이었다.)
이렇듯 구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은 조선의 일제 
강점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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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생충의 밥이 
되는 조선아동」 1932. 12. 
14.

동아일보 「기생충을 박멸하자」 193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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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심한 조선아동의 보건」1939. 3. 8.

  일제에 의해서도 조선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 
1924년 총독부 경무국에서 집단법으로 전국장내기생충 및 말라리아와 폐디
스토마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한국에서 전국규모로 실시한 첫 기
생충 조사가 되었다. 당시 방역통계에 의하면 회충 54.92%, 편충 27.04%, 
구충 4.64%, 조충 1.93%, 동양모양선충 0.98%, 요충 0.98%, 간흡충 
0.52%, 폐흡충 0.98%, 요꼬가와흡충 0.56%로 조사되었다.56) 이에 대한 치
료도 이루어져 특히 폐흡충의 치료를 위해 관에서 강제로 에메틴주사를 맞
은 사람들 일부가 사망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57) 당시에는 각 지

56) 주정균, 한국기생충학의 한세기, 1986 p.50
57) 신규환,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배: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

을 중심으로. Korean J Med Hist 18 ː 173-188 Dec. 2009
    함경남도 경찰부 위생과에서 1927년 3월 1일부터 19일 영흥군(함경남도 금야

군) 지역 청장년 104명에게 폐 흡충증 치료를 위한 에메틴(emetin)을 주사하
였고 3월 18일까지 4명이 3월 20일에 추가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1927년 3월 24일 위생당국은 사망자들이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해명 후 



- 27 -

역 위생과를 중심으로 학생의 기생충 감염률 조사를 위한 단체 검변(檢便)
도 이루어진다. 경남도 위생당국이 부산 내 일부 소학교의 기생충 보유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를 게재한 당시 1939년 3월 8일 「한심한 조선아동의 
보건」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소학교 1421명 
일본인 내지인 소학교 2960명 총 4381명의 기생충란 보유율을 검사한 결
과 조선학생의 충란 감염률이 회충 46.8%, 십이지장충 11.2%였고, 일본인 
내지인 학생의 감염률이 회충 9.7%, 십이지장충 3.7%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나타내며 2개월에 한번 구충제 복용과 생 채소 섭취 시 잘 
씻거나 데치라는 조언을 담았다.

2) 해방 이후

  해방 후 제대로 된 정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체 구충 
사업이 있었다. 구충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해인초를 솥에다 끓여 학생들에
게 한 국자씩 복용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해인초를 끓이면 미역국 같은 모
양에 역한 맛을 내어 학생들의 순응도가 떨어졌고 복용 후 토하는 일이 잦
아 끓인 해인초가 장까지 도달하지 못해 제대로 된 구충 효과를 낼 수 없
었다.58)

  이렇듯 산발적인 기생충 감염 관리를 해오던 우리나라의 기생충 운동은 
1964년 기생충 박멸 협회의 발족으로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생충 박멸협
회는 1958년 발족한 ‘한국위생동물협회’를 기원으로 한다. 당시 한국은 
6·25사변 후 뇌염, 말라리아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이로 인해 모기, 
파리, 이, 벼룩 등 질병의 매개가 되는 곤충과 쥐가 보건위생에 해를 끼치
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해외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내에서 이를 빼앗는 기생충도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
다. 따라서 인체 내의 기생충과 인체 밖에서 보건위생을 해치는 위생곤충과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으나 한성의사회가 개입하여 사망자들의 사인이 에메
틴 중독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58) 서울대학교 기생충학교실 이순형 교수 인터뷰 2015.3.13.
    동아일보, 「해인초를 아동에 배급」, 194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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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이 세 종류를 박멸하기 위해 ‘한국위생동물협회’가 설립되었다.59) 이후 
1959년 1월 15일에는 학술단체인 대한기생충학회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서 창립되었다. 한국위생동물협회는 기생충뿐만 아니라 해충 및 쥐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생동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기생충학회와 뜻
을 같이하여 국민 계몽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1959년 9월 14일 ‘제 1
차 기생충 예방 강조주간’이 시행되어 15일간 전국적인 기생충 예방운동이 
벌어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담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60)

  이런 기생충 질환 퇴치를 위한 일들에 앞장서던 기생충 박멸협회는 1966
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생충 질환 예방법>의 주된 골자는 기생충질환을 예방하고 감염자를 치
료하여 기생충질환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우물·공중변소 및 분뇨
처리시설 등 기생충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생충질환예방에 필
요할 때에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기생충의 오염 또는 감염여부를 검사
할 수 있으며, 물건에 대한 검사결과 기생충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기생충질환의 예방 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기생충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또 이법 3조 2항에 의거하여 
각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에 대하여 기생충의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치료한다.61) 이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검변과 단체 구충이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토양매개성 장내 기생충은 감염률이 높은 
유아, 청소년이 중요 대상이었다. 따라서 초기 기협의 회장은 소아과 의사
인 이종진 박사가 맡았다. 예방협회는 초창기 필요한 검진 장비와 자본을 
일본의 도움으로 조달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 문제는 비단 한국인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59) 한국기생충박멸협회, 『기협 이십년사』, 1984. p.67-69
60) 한국건강관리협회, 『건협 사십년사』, 2005. p.99-110
61) 기생충질환예방법,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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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에 거주하며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인의 
기생충 감염은 본인들의 위생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
한 수많은 물자를 한국인에게 원조해 주어도 그것이 한국인이 아닌 기생충
에게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62) 주한 외국 민간 원조단체 연합회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y, KAVA)에서도 한국의 기생충 
감염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들을 통한 구충제 지원으로 초창기 기생충 
박멸운동의 집단 검진, 무료 투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전주예수병원장이었던 Paul Crane, 한국명 구바울 박사는 1963년 
10월 회충에 의해 장폐색이 일어난 9세 소녀의 수술을 집도한 후 이를 
KAVA 토론회 및 언론에 알려 한국에서의 기생충 감염 실태를 알렸다.63) 
당시 소녀의 뱃속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총 1063마리였다. 회충의 경우 소
수의 성충이 기생할 때에는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 보이나 다수의 회
충이 기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 주된 증상은 우리나라에
서는 횟배라고 알려진 위장 증상으로 식욕부진, 이식증(異食症), 오심, 구
토, 설사,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보이고 또, 다수의 충체가 장내에서 뭉쳐 
큰 덩어리를 만들면 드물게 장폐색증이나 장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다.64) 
당시 소녀의 사인이 기생충 때문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녀의 사인을 
영양실조로 보는 의견도 있다.65) 하지만 당시 언론에 공개되었던 소녀의 
뱃속 회충 사진은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62) 동아일보, 「구급신호 국민보건 (5)기생충」 1966. 4.16. “벌레 먹여 살리기 위
해 일한다”는 오명 씻어야 “한국 사람들은 기생충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미국원조를 다 합쳐도 한국인이 뱃속에 기르는 기생충의 
피해를 보상 못할 것” KAVA 회의 참석 어느 외국인 이 한 말을 기사에 인용.

63) 동아일보, 「한소녀의 신체에 천 마리의 회충이」, 1964.2.24.
    조선일보, 「광복후 한국은 '결핵 공화국'.. 9세 少女 몸엔 1063마리 기생충

도」. 2015. 6.18
64) 채종일, 『임상 기생충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256
65) 서민, 『서민의 기생충 열전』, 을유문화사, 2013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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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생충」 1965. 04. 10.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소장 1965년도기생충 박멸 사업도 일부66)

(KAVA의 원조로 회충 없는 시범마을 사업지도)

  이후 기생충 퇴치 관련 운동은 급속도를 내게 되고 앞서 언급한 사단법
인 기생충 박멸협회가 설립 되고 기생충 학자들과 협회의 노력으로 기생충 

66) 촬영일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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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예방법의 제정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퇴치운동은 ‘가정보건협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계획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기도 했다.67) 이는 일본인 구니조지로(國井長
次郎)의 제안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구니조지로는 가족계획사업에 가지는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기생충 퇴치 운동에 가지는 사람들의 호감을 이용
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68) 아시아기생충박멸협회(Asian 
Parasite control organization, APCO)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 대표국이 모여 회원국 간의 가족계획, 기생충 예
방, 영양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69) 가족계획요원을 기생충사업요원
으로 활용하여 그들이 구충약을 나누어 주며 피임법등 가족계획내용을 전
할 때 그 내용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 이 방법은 기
생충 박멸 사업은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
여 다른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생충 박멸 사업에 호의적이었다.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기생충 박멸은 국민의 의무가 되었
고 기생충을 그냥 두는 것은 국가에 위협이 되는 일이 되었다.70) 당시 시
대상황에서 기생충 박멸에 이의를 가지기 쉽지 않았고 또한 이를 표현하기
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생충박멸협회에서 사용된 ‘박멸’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다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이므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아닌 
한국기생충예방협회라고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71) 하지만 

67) 『기협이십년사』 p.142
    小島莊明, 『寄生虫病の話』, 中公新書, 2010 p.180-181
68) 『기협이십년사』 p.142-143
    小島莊明, 『寄生虫病の話』, 中公新書, 2010 p.180-181
69) 매일경제. 1975.10.25. 「APCO 폐막 4개 건의안 채택」
    경향신문. 1977.10.21. 「구충과 가족계획」
70) 김연주, 기생충 박멸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건강소식』 저널 지식맵 v.3 

no.7, no.22, 1975, p.2
71) 『기협이십년사』 p.295 특별기고중 김사달, 기협 이십년
    “그런데 나는 기협의 명칭에 대해 약간의 의의와 사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협의 공식 명칭이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고 되어 있다. 기생충을 구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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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멸이란 거친 용어를 사용할 만큼 일반 대중이 기생충에 가지는 혐오와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기생충에 대한 강한 박멸의지를 보인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의 노력으로 한국에서의 기생충 감염률은 급감하고 이후 기생충 
예방법은 2009년 폐지된다.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은 통합
되어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전염
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바꾸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
에 신종 감염병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
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
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견에 설명하고 있다.72)

3) 기생충 박멸운동

  한국의 기생충 박멸운동은 기생충 박멸협회의 창설, 기생충 질환 예방법
의 제정으로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국민에 대한 계몽운동, 환경 개선사업
도 중요하였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검변과 단체 구충 사업이 가장 
주된 사업 중 하나였다. 기생충 ‘관리’라는 용어 대신 ‘박멸’이라는 단어를 
협회 이름에 사용하여 그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는 2013년의 기생충 구제사
업 보고서73)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내 배를 채울 것도 부족했던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기생충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의 축 이었다. 기생

예방한다는 뜻으로 그냥 한국기생충예방협회라 했어도 좋으련만 하필이면 박
멸이란 거친 어휘를 썼을까? 박멸이란 글은 짓 두드려서 없앤다는 뜻이요 박
살과도 상통하는 뜻인데, 어딘지 어휘의 뉴앙스와 뒷맛이 개운치 않다.”

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73)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기생충 구제사업(1969-1995)』, 2014,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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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박멸을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74) 연례행사처럼 대변 
검사를 했고 구충제를 복용했다. 인분비료를 대신할 화학비료 공장이 생겼
고 새마을 운동으로 환경도 개선되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생채소와 회를 
좋아했지만 위생에 대한 개념이 교육되어 기생충 감염률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파독 광부들에게서 기생충 감염 양성반응이 나오자 국가의 수치
로 여겨져 다시금 기생충 박멸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였다.75)

2. 일본에서의 기생충 질환 퇴치 운동

1) 일본 기생충학의 발전

  일본에서는 카타야마 병이라고 불리는 일본주혈흡충(Schistosoma 
japonicum)을 비롯한 한국과 비슷한 토양매개성 기생충들이 문제시 되었
다.76) 일본의 기생충 방역에서 특징으로 일본의 학자들은 국민 보건의 관
점에서 의대에서 기생충학 강좌가 마련되고, 이를 통한 많은 기초 생물학 
연구에서부터 실제 응용까지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실
제 방역사업의 근거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77) 제 2 차 대전 이전
에는 경성 제국 대학 (1926. 미생물학 제 2 강좌) 타이베이 제국 대학 
(1937, 기생충학 강좌), 동경제국대학 (전염병 연구소), 규슈 제국 대학 (위
생 강좌) 오사카 제국 대학 (1934. 미생물학 연구소 기생충 학부) 게이오 
(1927. 기생충학 강좌) 만주 의과 대학 (1941, 기생충학 교실) 등이 그 것
이다. 또한 제 2 차 대전 후에는 교토 의과대학 (1948)에 있던 동물학 강

74) 건강소식, 1975. p.2
75) 동아일보 1964.6.5. 해외출가와 기생충
    연합뉴스 2013.5.5. "회충 때문에 멸시"…파독 광부들의 애환
76) 일본주혈흡충(Schistosoma japonicum)은 우리나라에는 보고된 바가 없는 종

류의 기생충으로 이는 일본주혈흡충의 중간숙주인 Oncomelania가 없기 때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 多田功, 「日本における寄生虫防圧とその特質」, 『Tropical medicine and 
Health, Vol. 36, No.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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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큐슈 대학(1951)에 기생충학 강좌가 마련되고, 구제 의과 대학, 신제 
의과 대학에 상당한 비율로 기생충학 강좌 또는 의료 동물학 강좌가 마련
됐다.78) 이 연구실에서는 기생충과 전파에 관한 생물학적 또는 병리학적인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실질적으로 각지의 기생충 예방 협회 및 지
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런 학문적인 노력 외에도 일본정부는 기생충 질환 근절을 위한 <기생
충병 예방법>을 1931년 제정 시행하였다. 법에는 의사들과 지역 정부가 기
생충 병 예방과 조절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후 일본정부
는 1958년 <학교 보건 안전법>을 공포한다. 이 법은 학동기 아동 및 학생
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생충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시행규칙에는 학생들의 건강진단을 매 4월에 하고 결핵과 기
생충 유무에 대한 검사는 5월 또는 7월에 하도록 되어있다. 학생들의 건강
진단 항목 중에 기생충란 항목이 있어 기생충란의 유무를 표시하게 되었다. 
전염병 유행 시나 결핵 및 기생충병 검사의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건강진
단을 할 수 있었다.79)

2) 기생충 퇴치 운동과 가족계획사업과의 연계

  기생충 퇴치 운동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히 전개되던 당시 인구문제 또
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구증가로 인한 자원고갈과 환경문제가 
공통의 문제로 떠오르며 나타난 대안은 산아제한등과 같은 가족계획사업이
었다. 당시 가족계획사업은 피임과 낙태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일반 대중
의 호응을 얻기가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온 생각
들 중 하나가 기생충 퇴치 운동과의 연계였다. 이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
은 일본인 구니조지로(國井長次郎)80)였다.

78) 위와 같음
79) 塚田治作, 渋谷敬三, 『学校保健法の解説』,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1958 p.46
80) 구니조지로(國井長次郎)는 일본에서 가족계획사업과 기생충 질환 예방운동에 

관여하였던 인물로 1965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 가족계획연맹 (IP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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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인구 폭발이라는 관점에서 그 억제에만 초점을 두다보면 생산수단을 
인력에만 의존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과연 인구 억제의 필요성이 먹혀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 강한 회의를 나타냈다. 더구나 일손은 부족한데 가족계획요원이
라는 자가 오기만 하면 피임, 임신중절, 불임수술 등의 도식적인 홍보활동만 한
다고 보자. 농민들은 그 요원들을 달갑게 생각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정신 나
간 사람으로 일축해 버릴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그 요원들이 기생충을 구충해 
주고 합리적인 영양개선책은 실제 활동을 통해 도와줘서 현지민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도록 유도한다면 그러한 동기를 준 요원이야말로 환영의 대상이 되지 않
겠느냐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족계획사업과 협동될만한 사업이란 지역 주
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것이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어야 하고, 또한 
손이 적게 들고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 이러한 협동사업의 근
간은 역시 가족계획에 두어야 하며 여기에 협동되는 내용은 그 지역에서 활동
하는 가족계획 요원의 능력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계획과 기생충 관리의 
협동방안에 대해 가족계획 요원을 기생충 전문가들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 
요원들의 기능이 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81)

  이러한 구니조지로의 아이디어로 우리나라에서도 1976년부터 가정보건협
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생충관리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이 합동으로 진행되
었고 이보다 이른 1975년 대만에서도 같은 형식의 사업이 진행되었다.82)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서태평양지구 회의에 참석
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였다. 당시 일본 기생충 예방회 상무이사 겸 사무국
장의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 하였다가 한국의 기생충 학자들에게 거의 납치당
하듯이 이끌리어 한국의 기생충 박멸운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본인의 자서전에 
기록해 두었다.

    Chojiro Kunii, 『It All Started from Worms』, The Hoken Kaikan 
Foundation. 1992. p.87-90

81) 『기협 20년사』 p.142-143 인용
82) Chojiro Kunii, 『It All Started from Worms』, The Hoken Kaikan 

Foundation. 1992. p103-105



- 36 -

제 3 절 기생 혐오의 담론83)

  기생하는 존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이다. 스스
로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연민,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편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옛 표현중 배가 고플 
때 쓰는 ‘회가 동한다’는 말도 회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도 배고픔을 느
껴 동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렇듯 기생충에 대해 관대한 면도 있었던 우
리나라에서 기생충에 대한 혐오, 공포, 분노의 감정이 조장된다. 해방 이전
부터 기생충이나 기생하는 존재에 대한 혐오를 담은 기사를 찾아 볼 수 있
다. 1923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조선의 지식계급 이른바 신사나 학생이
나 무릇 농민과 노동자 아닌 계급은 아직 아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유민(全部遊民)이오 농민의 기생충이라 할 것이다. 그네는 농민의 혈한
으로 생장하였고 공부하였고 유학하였고 처첩의 금의와 금옥을 사주었고 
양복을 입었고 연회를 하였다“라며 당시 조선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부호, 지식 계급을 민족의 기생충이라 비유하며 분노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기생하는 존재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해방이후 경제적으로 극빈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기생충이 박멸의 대상이라는 것에 어떤 이의도 제
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던 것이다.

83) 사라밀즈, 김부용역, 『담론』, 인간사랑, 2001. p.14-17
    개별학문 내에서도 담론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

다. 담론은 화자와 청자사이의 대화,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형식에 따
라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상호 행위 등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담론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환자와 청자를 상정하는 모든 
발화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화자에게 있
는 발화라면 담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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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민족적 빈궁과 지식계급」 1923. 09. 15.

<「민족적 빈궁과 지식계급」기사 전문>
  조선인은 세계적 빈민이다 최빈민이다 유사이래로 현금의 조선민족가치 빈궁
한 민족이 잇서본일이업다. 시방 전인구의 대부분 아마 백에 구십은 왜 좁쌀죽
으로 근히 연명하는 처지다. 그네에게는 공업도 업고 토지도 없고 전민족적으
로보아 극빈한 소작인이오 저급노동자요 그러치 아니하면 실직자다 다소의 안
광을 가진 자면 그들의 경제적 전멸 아사를 예상할 것이다. 돈이잇서야지! 그들
은 다만 무일분전한 빈민일뿐더러 게다가 부채에 눌린 빈민들이다 지주들은 동
척이나 식은의 채무자요 소작인들은 지주의 채무자다 아마 그네의 채무는 토지
와 생명을 바치거나 천지가 새로 개벽되기 전에는 영원히 상각될날이 업슬 것
이다 이처럼 조선인은 절망적인 극빈민이다. 이러한 민족적 극빈을 초래한 원
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적무지무용과 나타(懶惰)와 남비(濫費)다. 무지무용한
지라 악정이 생기고 생긴후에는 이를 개량할 기력이 업서 산업의 퇴폐를 치하
며 또 과학적지식과 기능이 업슴으로 치부의 술을 못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근
본적으로 빈궁을 감하는 방법은 선량한 교육에 사할 것이다. 
  그러나 아모리 정치가 조코 지식과 기능이 잇다하더라도 나타하면 무엇을 어
드랴 또 지력 근면이 잇다하더라도 소득을 남비하면 무엇이 남으랴 그럼으로 
지와근과검이 잇고사 비로소 민이 부함을 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는 이미 지가 업고 근이 업거늘 아울러 검이 업다! 우리에게 무슨 기술자가 잇
느냐 제조업은 씨도 업서 딱성냥하나라도 남의 것을 쓰지 안느냐 교육을 바닷
다는 계급 수천원 수만원을 들여서 외국유학까지하였다는 부호계급전부가 거의 
유민이 아니냐 그네는 저 불상한 소작농민들의 고혈을 빠라먹고 흥청거리는 몰
염치한 기생충들이다. 그들이 아니런덜 저 농민들은 이처럼 궁경에 빠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지식계급 니른바 신사나 학생이나 무릇 농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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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아닌 계급은 아직 아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유민(全部遊民)이오 
농민의 기생충이라 할 것이다. 그네는 농민의 혈한으로 생장하였고 공부하였고 
유학하였고 처첩의 금의와 금옥을 사주었고 양복을 입었고 연회를 하였다 그러
고 그네는 아직 일즉이 그네의 은인이오 주인인 농민에게 아모것도 갑흔 것이
업섯다 아마 농민이 그네의 은인인 것을 생각해본이 조차 드물 것이다 그처럼 
그네는 무지하얏슬가
  이럼으로 지식계급은 엄숙한 자기의 의무를 자각하고 자각하는 날부터 그 의
무를 이행하여햐 할 것이다. 그 의무란 무엇이냐 농민을 부하게하고 나아가 일
반조선민족을 부하게 하는 것이다. 제 손으로 헐어 놓은 것은 제 손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 일, 소규모라도 좋으니 제조공업을 일으켜라. 이, 각 생산적인 무
슨 직업을 가져 매일 일정한 시간에 노역하여라. 삼, 사치를 버려라 민을 부케
하는 술이 이밧게 나는 것이 아니다. 이상 축빈치부의 삼요건을 실행의 순서로 
보면 상게한 순서의 역이된다. 위선사치를 폐하고 다음에 한가지 업에 근하고 
나종에 제조공업을 니르키는것이다. 더욱이 조선의 현상으로 보면 사치를 폐하
는 것이 아모조록 안쓰는 것이 최대급무다. 그런데 쓰는 자는 지식계급이니 안
쓰는운동은 지식계급에서부터 시하여야할 것이다. 구주대전중에 각교전국에서는 
식료품의 절약을 실행하였다. 국가에서 절약의 명령은 내렸으나 국민은 자발적
으로 이를 실행하였다. 모든 가정의 주부들은 일제히 식료품을 최저한도에 감
하였고 독일 같은데서는 화원과 마당에까지 곡물을 심었다한다. 민족이 대난에 
처하는데는 이만한 봉공적열성이 있어야할 것 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조선민족
의 빈궁은 실로 타에 유례를 보지못하는 대난이니 이때에 잇서서 이 대난을 초
지한 책임자인 지식계급은 맛당히 전장에 임하는 열성과 용기와 일치력으로 대
절약운동을 시하고 동시에 자작자급의 대산업운동을 획책해야 할것이다.

  이 기사에서 화자는 힘든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고 유학하고 사치하는 일
부 지식계급에 대한 증오를 그들을 ‘몰염치한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드러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되돌려 조선을 일으키길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제 손으로 헐은 것을 제 손으로 다시 지으라”
고 충고하는듯하지만 애원한다. 조선에 기생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였으나 
당시 조선의 상황을 만든 지식인과 지배계급 역시 일반 민중에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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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이상 숙주이기를 거부한 대한민국

  해방 후 한국은 무정부 상태와 극심한 가난과 이로 인한 배고픔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을 축내는 쥐 등의 동물 나아가 뱃속의 벌레는 혐
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곡식을 축내는 쥐가 그 대상이 되어 
한국위생동물협회가 설립되었고 후에 기생충 박멸협회가 되었다. 당시 한국
은 스스로 가진 것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외국
의 원조를 받아야 했다.

  1950~60년대는 외국원조단체 활동의 황금기였다. ‘대공산권 투쟁을 위한 국
방비’를 이유로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외국원조단체에 기대던 시절이었다. 밀가
루・옥수수가루 등 국외에서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이 한국으로 밀려들었고 의
약품과 헌옷이 가난한 국민한테 흩뿌려졌다. 정부는 이를 관리하려고 1963년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외국원조단체법)을 제정했다. 등록 단체가 도
입한 물품에 면세 혜택을 주고 국내 수송비를 정부가 맡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입 물품과 기증 대상도보사부와 단체가 협의・결정했다. 1974~75
년 카바 회장을 지낸 조기동 한국헬프에이지 명예회장은 “외국원조단체법이생
겨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회고했다.

  한겨레신문 2월 11일 기사의 일부이다.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던 국가에
서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어 외국 민간 원조단체 연합회(KAVA)는 해체되
었고 외국원조 단체법도 폐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한국은 살기 위해 
서방 각국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야 했다. 그런 궁핍한 중에 그나마 원조로 
얻은 물품을 기생충에게까지 빼앗기고 그것이 외국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
자 한국인들에게는 더 이상은 숙주로 이용되어 살 수 없다는 공분이 형성
되었다.

2) 약자의 기생, 강자의 기생

  약한 기생충은 죽었다. 생활사를 알고 치료약이 있는 약한 기생충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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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강한 기생충은 생활사를 알 수 없거나 효과적인 
약이 없는 경우일 것이다. 다음은 연대의대 학장을 지냈던 기생충 학자 소
진탁교수가 1983년 2월 18일 동아일보에 기재한 칼럼의 일부이다.

“그러나 한편 기생충 문제란 인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엔 인간
기생충들이 아직도 우글거리면서 건전한 사회를 좀 먹고 있다. 원래 기생충(파
라시트)이란 기원전으로 거슬러 그리스 전성기에 쓰여 졌던 낱말이다. 거지 공
갈협박배 사깃군 권문세도가에 붙어 아부해가며 사는 무리 또는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대명사처럼 사용했던 것이다. 그중 거지는 여유 
있는 자의 선심에만 기대하는 것이니 다소 애교나 있다. 그나마 요즘은 이 땅
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나 그 밖의 기생충들은 독버섯처럼 잘라내면 
또 자라나곤 한다. 아무리 개인의 건강이 보장되어도 이같은 사회기생충들이 
박멸되지 않는 한 그 국가사회의 평화와 행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칼럼에서 소진탁 교수는 박멸된 기생충 외에 아직 남아 있는 사회기
생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중 거지는 스스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들에게 기생은 삶을 지속
하는 피치 못할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공갈협박범, 사기꾼을 포함한 
사회적 강자의 기생은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 조직의 약자, 
사회의 주변인, 국가의 하층민, 개발도상국을 위시한 가난한 나라들에 기생
하는 강한 기생충들이 있다. 특히 상대를 종숙주가 아닌 중간숙주로 생각할 
경우 숙주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최대 죽음이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약자의 
기생에 가혹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강자의 기생에는 침묵하기도 한다. 이 또
한 삶을 지속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제 4 절 미래의 기생충

  박멸해야할 존재의 대명사였던 기생충을 이용한 질병 치료 가능성이 열
리고 있다. 과거에도 기생충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한 시도들이 있었다. 
말라리아를 이용하여 신경매독을 치료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독이 고열
에 약하다는 성질을 파악하여 고열을 내는 질병을 찾던 중 당시 치료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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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말라리아를 고의로 감염시켜 매독을 치료한 것이다. 이후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말라리아를 이용한 매독 치료법은 점차 사라졌다. 최근에 연구
되고 있는 기생충 관련 치료법은 매우 다양하다. 톡소포자충을 이용하여 알
츠하이머를 치료84)한다 던지 천식환자의 장에 개구충을 인공적으로 감염시
켜 임상증상을 완화시킨다던지 돼지편충을 이용하여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것이다.85) 이는 위생가설에 따른 기
생충과 면역계의 작용에 관한 기전을 이용한 것이다. 과거 기생충이 혐오의 
존재로 박멸의 대상이었지만 기생충 감염이 줄어들자 예전에는 없었던 새
로운 질병들이 출현하게 된다. 최근 선진국의 자가 면역 질환의 급격한 증
가는 수 천년동안 기생충이 체내에 존재하는 것에 익숙하였던 사람의 면역

84) Bong-Kwang Jung et al. Toxoplasma gondii Infection in the Brain 
Inhibits Neuronal Degeneration and Learning and Memory 
Impairments in a Murine Model of Alzheimer’s Disease. PLoS ONE, 
Vol.7(3), p.e33312. 2012. BBC, Worm therapy : why parasites may be 
good for you, 2013. 4.22.

85) 정인수․박효진. 크론병 환자에서 Trichuris suis ova 치험 1예. 대한내과학회
지제 74권 부록1호 2008

    크론병은 원인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위장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관해와 재발을 반복한다. 크론병은 면역계의 조절이상으로부터 발생
하는 것으로 점막 면역계의 과잉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크론
병의 경우 장점막에서 T helper 1형 염증 반응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조 
T-세포에는 T helper 1(Th1) 또는 T helper 2(Th2)세포 두 가지가 존재하는
데 두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자극의 종류가 다르고 면역 반응이 상이하여 
상호 배타적이다. 지속적인 항원에 노출로, Th1형태는 interferon-γ(IFN-γ), 
leukotriene, TNF-α를 분비하고, Th2형태는 interleukin (IL)-4, IL-5, 
IL-10, IL-13을 분비한다. Th1사이토카인들은 지연형 과민반응, 대식세포 활
성화, 세포독성을 매개하고, Th2 사이토카인들은 호산구 증가증, B세포증식을 
매개하고, 또한 지연형 과민반응, 대식세포 활성화, 세포독성을 억제한다. 기생
충과 기생충란은 점막의 Th2반응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이러한 반응은 다른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들에 의한 Th1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하향조절할 
수 있다. 최근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저개발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
생충 감염률이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크론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통해 기생충과 크론병 사이에 상관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생충의 
Th2 반응 활성화를 통해 크론병에서 왕성한 Th1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개념으
로, 인간 장관에 기생하는 Trichuris trichiura와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돼지
편충의 일종인 Trichuris suis의 알을 약제화 하여, 치료에 적용한 예들이 보
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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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 30여년 만에 기생충이 
없는 몸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생각된다.86) 따라서 치료
적으로 비교적 인체에 해가 없는 기생충을 의학적으로 고의로 감염시켜 자
가 면역 질환을 치료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고도 비만 환자에게 대형 촌
충인 광절열두조충을 감염시켜 체중감소를 유도하는 치료도 연구 중이다. 
이때 치료적으로 감염시키는 기생충은 어디까지나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 인체에 해를 주는 특히 사람을 중간숙주로 사용하는 
기생충의 경우에는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87)

제 5 절 결론

  인류와 함께 혹은 그보다 이전에 지구상에 존재하여 수 천 년 간 인류와 
함께 했던 기생충은 인간의 면역기전을 회피하며 조용히 인간의 체내에서 
생사번식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백여 년 사이 기생충은 혐오스런 존재로 
규정되어져 박멸의 존재가 되었다.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들의 과거 
숙주와 기생의 관계를 뒤로 한 채 뱃속 기생충 박멸에 뜻을 같이 두고 협
력하였다. 기생충에 관련하여 서구의 학문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한국에 
비해 수십 년 먼저 앞서가는 학문적 전통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해방 후 
한국의 기생충 박멸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학자의 제안으
로 가족계획사업과 기생충 박멸운동을 협동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족계획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생충 박
멸운동을 이용 할 만큼 일반 대중은 기생충 박멸운동에 호감을 느끼고 있
었다. 이는 계몽운동과 여론 등을 통해 기생충에 대한 혐오의 담론이 형성

86) David E. Elliott et al. Helminths as governors of immune-mediated 
inflamm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Parasitology 37, p.457–464, 
2007

87) 사람을 중간숙주로 사용하는 기생충의 경우에 사람은 종숙주로 가기위한 중간 
정류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생부위도 생존에 장애를 줄 수 있거나 심한 후
유증을 남길 수 있기도 하다. 사람이 종숙주인 경우에는 숙주의 생명이 기생충
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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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모든 물자가 부족하여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
던 한국의 상황에서 원조 받은 귀한 구호품을 뱃속에서 빼앗아가는 기생충
의 존재는 혐오를 넘어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과거, 없으
면 말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겨졌던 회충을 포함한 기생충은 조절
이나 관리가 아닌 박멸의 대상이 되어 전 국가적인 적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생충 감염률은 2%대로 급감하였다. 이제 한국에서 기생충 예방법
은 사라지고 기생충 박멸협회는 건강관리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뱃속의 
약한 기생충은 사라졌다. 하지만 기생충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일부 기생충
은 질병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무위도식하면 빼앗는 존
재에 대한 혐오는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남이 힘써 이뤄놓은 것을 쉽게 취해 편하고 효율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기생의 방법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삶의 방식중 
하나이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던 기생충에 의한 질병은 사라져 가고 있
지만 기생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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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y of Parasitic Disease Extermination
in Korea and Japan

Park Youngjin
Department of Medicin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erson who does not have geowi becomes dumb, "A person 
who does not have geowi has no appetite for rice' and ' Without 
any geowi, the person would die." Here, geowi means a 
roundworm. Parasites, including roundworms, have been with our 
ancestor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thought, on the basis of 
the analogy of the above two sentences which were handed down 
from old time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f a parasite in the 
past might have been dominated by the viewpoint that a parasite 
was an organism which did not cause comparatively big damage 
to people in comparison with other diseases. Also, it was an 
organism which could not but live together with people because 
they couldn't exterminate it although people tried every possible 
means.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d formed a farming society 
since long ago, particularly soil-transmitted Helminth infection 
were rampant. However, a corporation named Korea Association 
for Parasite Eradication (the present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came into existence in 1964, and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was launched throughout the countr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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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the 'Parasitic Disease Prevention Act' in 1966. 
The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implemented in our country 
was conduct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health education and enlightenment movement. 
However, among various projects, it was mass screening and 
group extermination of intestinal worms centering on schools 
promoted by the Korea Association for Parasite Eradication that 
were featured. By virtue of the national policy enforcement, and 
the efforts made by experts in various fields, the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in Korea was successful. The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in Korea was influenced by Japan which had 
enforced provisions for parasitic diseases a little ahead of Korea.

  The parasitic egg positive rate by stool test in Japan during the 
1920s was as high as 73.8%, but through their strenuous effort,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Parasitic Disease Prevention Act' 
in 1931, the egg positive rate based on stool test decreased to 
41.1% in 1943. Nevertheless, in 1945 marking the end of World 
War Two, the rate rose again to 58.1%, and even to 73.1% in 
1949, showing the parasitic egg positive rate similar to the level of 
the 1920s again. In 1958, ahead of Korea, Japan established ‘the School 
Health and Safety Act’ which included provisions for parasitic disease 
prevention for students; through campaigns like ‘Zero Roundworm 
Strategy’, which were similar to Korea’s parasite eradication projects, 
Japan biannually performed group stool tests on students, and 
eradication projects on students who were parasitic egg positive holders. 
Japan dispersed the expertise they gained through such works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rough the national project 
related to soil-borne parasites which was enforced from 1968 to 
1976. In case of Korea, the infection rate of parasites gra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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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after the 1960s, dropping to the level of 2%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he late 1990s.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Korea founded ‘Korea Association for 
Parasite Eradication’ in 1964, launched nation-wide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s, and implemented the group stool test and 
intestinal worm extermination project on students modeled after 
Japan’s ‘Zero Roundworm Strategy’ following the establishment and 
proclamation of the Parasitic Disease Prevention Act in 1966.
  Korea, which experienced the parasitism of Japanese Imperialism, 
grew feelings of hatred not only against parasites but also towards 
those who engage in parasitic relationships in the process of the 
nation-wide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The public’s paradigm 
shift through media sources was effective in causing people to 
develop hatred against parasites, which were once perceived as 
organisms of co-existence with humans before the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was launched. Parasitic disease was regarded 
as one of the three major national poisons, together with 
tuberculosis and venereal diseases, and parasite eradication was 
considered to be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Borrowing the terms ‘micro-parasitism’ and ‘macro-parasitism’ 
from “Plagues and Peoples” by William H. McNeill, Korea formed a 
discourse on the hatred not only towards micro-parasitism but 
also against macro-parasitism, and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individuals who scrounge on others.

Key words : Parasite, Korea Association for Parasite Eradication, 
Parasite Eradication Campaign, Zero Roundworm Strategy, Hat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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