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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센인에 대한 격리제도와 낙인 및 차별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역

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한센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은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인권과 피해에 주목한 다양한 사회운동, 입법화 과정, 그리고 소송을 통

하여 점차 공론화되었고, 일부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또 일부는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센인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센인에 대한 격리 문제는 철저히 비가시화되었고, 오히려 격리

는 한센병 치료라는 의료복지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강화에 있어 격리제

도가 중심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부재할 경우 한센인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려 노력했다. 첫째, 한센인에 대한 격리

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했는가? 둘째, 격리제도는 한센

인에 대한 다양한 낙인과 차별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지시키는가? 셋째, 강제격

리, 낙인 그리고 차별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는가? 넷째,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격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폐지

되지 않고 유지되었는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센병환자에 대한 건강인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외모의 변형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에 근거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의

료지식, 정치 및 사회적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근대

한센병환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대응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환자에 대한

격리로, 이는 전근대사회와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한센병균의 발

견에 근거한 세균설의 발전으로 한센병이 환자를 매개하여 전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환자를 격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센인

에 대한 격리 제도의 형성 과정에는 이러한 의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적 요인

만 개입한 것은 아니었고, 제국주의나 인종주의와 같은 정치·사회적인 요인도

개입했다. 세균이라는 병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 의학지식, 그리고 인구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공중보건정책에 식민지와 피식민지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나 인종주의는 한센병의 확산의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강제 격

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했다.

19세기 유럽 국가들이 자국과 피식민지 지역에서 발전시킨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는 20세기 초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조선에는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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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강제격리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강제격리에

비판적인 대안이 존재했다. 병인론에 따라 다른 대안도 존재했는데, 영국과 프

랑스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과 보건당국은 한센병이 세균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

은 맞지만 세균이 유일한 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세균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강제격리가

한센병의 확산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격리주의는 20

세기 중반부터 국제 한센병 학계에서 격리주의를 압도하였고, 이후 세계보건기

구(WHO)의 한센병 정책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 의하여 식민

지 조선에 도입된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반격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한센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질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모양새를 보였다. 1916년 강제격리제도의 도입과 소록도자혜의원(이후 소록도갱

생원)의 설립과 함께 식민지 조선에는 부랑한센병환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한

센병환자 격리시설은 예산 문제로 인하여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으나, 환

자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압력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부랑한센병환자의 급

증은 결국 건강인들이 한센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

으며,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더욱 강화시켰다.

셋째, 한센병환자에 대한 격리정책, 그리고 낙인과 차별의 강화의 주체는 일반

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 의료전문가나 보건당국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

다. 한센병환자에 대한 격리 정책과 낙인, 차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

한 행위자는 일반사회였다. 일반사회는 한센병과 관련된 근대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한센병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을 근대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일반사회는 총독부나 한국 정부가 실

현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욱 강력한 강제격리제도를 요구했다. 한센병환자에 대

한 반감과 한센병에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에 대한 일반사회의 욕망은 때때로

통치의 의도보다 앞서나갔으며, 격리제도의 강화에 중요한 추동력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일반사회의 한센병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치료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한센병환자가 완치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격리제

도가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넷째, 격리제도는 치료제의 발전, 국제보건기구의 개입, 그리고 보건예산의 문제

등의 요소들에 맞서 변화하고 다각화됐다. 효과적인 한센병 치료제인 디디에스

제는 1940년대 후반 한국에 도입되었고 1950년대 말이 되면 한센병은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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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강제격리제도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반격리주의의 목소리가 점차 지배적이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WHO를 통해 한국에 강제격리 철폐의 요구로 이어졌다. 다른 한

편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강제격리는 엄청난 보건 예산이 소모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수용하는 격리제도는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효과적인 치료제의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가 가능해지자 격리제도는 분

화되기 시작했다. 1963년 전염병예방법에서 한센병환자의 강제격리 조항들이 삭

제되어 음성환자들의 시설 바깥에서의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양성환자, 음성이

되었지만 장애를 갖게 된 환자, 그리고 다양한 이유에서 사회에서 정착이 힘든

한센인들은 시설에서 퇴원할 수 없었다. 또한 퇴원한 음성환자의 상당수가 “음

성나환자촌”또는 “정착촌”이라고 불리는 시설 외부에 있지만 일반사회와 분리된

공간에 모여 살게 되었다. 한센인에 대한 강력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은 정착촌

과 일반사회에 강력한 장벽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정착촌은 또 다른 격리 공

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센인에 대한 격리시설은 사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한센병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복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

지만,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보았을 때, 의료복지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

함을 알 수 있다. 격리시설의 운영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며, 정부와 사

회에게 시설에 격리된 환자는 예산을 축내는 비생산적인 잉여 인구였다. 때문에

격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절감에 있었고, 오랫동안 환자

의 복지는 부차적인 것이었고, 예산 절감에 환자의 권리는 얼마든지 양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목표는 시설 내부에서 환자의 복지뿐만

아니라 기본권이 매우 쉽게 침해되는 이유가 되었다. 환자들은 자주 적절한 의

식주를 공급받지 못했으며, 강제노동에 쉽게 동원되었고, 단종 및 낙태수술을

당했다. 이는 정착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착촌의 한센인들은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주체가 되기를 요구받

았다. 그러나 한센인을 건강하며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주체로 만드는 과정은 세

심히 설계되거나 충분한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주체가 되었을 때만 한센인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고 지

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주체화 과정 속에서 한센인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낙

인과 차별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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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이 논문은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격리를 중심으로 분석했

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격리 그리고 시설화는 한센인뿐만 아니라 부랑인, 장

애인, 전염병환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점차 보편화되었

고, 현재는 정상적인 삶의 궤적 속에서 특정한 국면에 보편적인 제도로서 자리

잡았다. 한국사회의 격리화라고 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센인에 대한 격리제

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조선사회의 엄청난 지지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진 집단을 사회에서 추방

하고, 특정한 공간에 격리시키는 관리 방식을 한국사회에 익숙한 것으로 만들었

으며, 더 나아가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격리

화 과정은 근대적 의료 지식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질병의 단일 병인론은 질

병의 발생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비가시화하면서, 환자들을

세균의 매개체로 환원시켜 환자에 대한 격리를 정당화했다. 또한 제국주의, 인

종주의뿐만 아니라 우생학과 같은 이데올로기 역시 환자에 대한 격리를 정당화

했다. 이렇게 시설을 중심으로 격리된 환자들은 그 내부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우받았다. 비생산적인 잉여인구에 대한 보건예산은 낭비로 여겨졌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시설 내부의 환자는 시설에 부담이 되지 않는 주체, 그리고 시설

에 공헌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를 요구받았다. 그리고 자주 이러한 요구는 환자

의 치료나 복지보다 우선되었고, 이는 시설 내에서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원

인이 되었다. 한센인 격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추후 이러한 한국사회의 격

리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한센병(나병, 문둥병, 대풍병), 한센인, (강제)격리화, 낙인/차별, 의

료지식, 치료제

학 번 : 2015-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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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한국에서 한센병은 이미 퇴치가 완료된 질병(eliminated disease)으

로, 더 이상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아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최근

10년간(2008-17년) 한센병 신환자는 매년 평균 약 5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

으며, 이들 신환자 역시 진단 후 치료제를 복용하면 전염성이 바로 사라진다(질

병관리본부, 2018). 수 세기에 걸쳐 한반도에서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한센병은 이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고 있다.1) 한센병의 퇴치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 한센병을 치료하

고 예방하기 위한 의학의 발달과 공중보건체계의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

러나 의학과 공중보건제도는 질병을 퇴치한다는 그 자체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사회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과거에는 문

둥이, 또는 나(병)환자라고 불렸고, 현재는 한센인(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낙인찍혀 차별받았으며,

사회에서 배제되고 시설에 격리되어 살아왔다. 심지어 질병에서 치료된 이후에

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설이나, 특정 장소에 고립되어 살아가거나 낙인과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철저히 질병의 경험을 숨기며 살아야만 했다(국가인권위

원회, 2015).

한센인이 경험한 국가와 사회에 의한 다양한 인권침해는 오랫동안 묻혀 있

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야 공론화되었고,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졌다. 2005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센

인 인권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를 근거로 2006년에는 한센인 인권 개

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센피해자법)」이 2009년

1) 일부 전문가들은 결핵의 유병율이 감소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근

거로 한센병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 시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한센병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WHO는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은 이제 퇴치 단계에 들어선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 2 -

9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해 10월 17일에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는 한센인 격리시설에서 자행되었던 정관절제수술이나 인

공낙태수술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련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15일 대법원에서 첫 번째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 속에서 한센인에게 가해진 다양한 차별이 드러

났다. 한센인은 위생과 치안의 관점에서도 혐오스럽고 위험하며 사회에 짐이 되

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이러한 낙인에 의하여 이들은 제도적으로는 시설에

오랫동안 격리당했고, 시설에서 강제정관수술이나 인공낙태수술을 강제로 당했

으며, 통제된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동과 직업의 자

유를 제한받았으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로 출입이 금

지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반 병원의 이용도 거부당했다. 이들은 갖은 사회

적 모욕에 시달렸으며, 종종 물리적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한국전쟁

을 전후하여 한센인 학살사건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당사자를 넘어 그들의 가족에까지 확대됐다.

한센인의 자녀들은 질병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목 아래 부모로

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어 양육되었으며, 때때로 강제로 해외 입양

보내지기도 했다. 또한 한센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낙인과 차별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기도 했다. 이들의 자녀는 일반 학교에서 등교가 거부되었고, 또

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이나 구타에 시달렸고 결혼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기도 했

다. 이러한 낙인과 차별의 경험은 한센인들의 정신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

었고, 그 영향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보건복지부,

2011). 한센병이라는 만성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의학기

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정교해졌지만, 질병의 치료와 퇴치에도 불구하

고 한센인에게 낙인과 차별은 형태를 달리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이들에 대

한 격리 역시 분화되고 교묘해진 방식으로 지속됐다.

그러나 사법 및 입법의 장에서 이루어진 한센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한 논

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 속에서 격리제도는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됐다. 한

센인의 격리가 인권 논의 속에서 사라진 이유는 첫째, 1996년까지 한센인에 대

한 강제격리가 유지 되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63년 「전염병예방법」개정

으로 강제격리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식민지기에 도입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은 광복 이후에도 1954년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에 근거하여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3년 한센병에 대한 격리 조항이 삭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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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성으로 판정된 한센병환자는 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

전히 양성 환자는 시설에 격리되었고, 음성환자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었다. 또한 시설에서 퇴원된 음성 환자 중 상당수는 정착촌이라는 일반

사회와는 분리된 특수한 공간에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센인 인

권의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법의

개정으로 한센인에 대한 격리가 폐지되었다는 인식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진

격리를 시야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비가시화의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거나 위험한 자들은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공리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사회적 신념 때문이었다. 한센병환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약자이

자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들을 격리

하는 수용시설은 한편으로는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돌보는 병원 또는 복지

시설로 인식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세균의

“매개체”인 환자를 건강인과 분리시켜 사회를 보호하는 격리시설로 인식되었다.

즉 한센인 수용시설은 복지와 예방이라는 이중의 인식 체계 속에 존재하면서

서로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격리정책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로 인하여

부랑하게 된 한센병환자에 대한 사회의 불만 역시 한센인의 격리를 정당화했다.

한센인에 대한 치료 및 복지라는 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정당성은 인정되었

지만, 장기간에 걸친 격리가 이들의 삶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성은

거의 부재했다. 예를 들어 시설 등에 격리된 한센인에 대하여 단종과 낙태를 강

제로 시행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들

에 대한 단종과 낙태를 불법적인 것으로 판결내리면서도, 한센인 시설에 격리된

한센인에 대하여 국가와 의료진은 “선의”를 가지고 보살핀 것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강제격리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

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운동의 영역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이러

한 문제들을 발생시킨 격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발전되지 못한 모순적인 상

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격리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강

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센인에 대한 격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한센인들에게도 내면화되었

다. 환자인 자신과 사회의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격리되어야 한다

는 논리는 한센인 자신에게도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당국에 의하

여 강제로 끌려와 시설에 격리된 것은 아니었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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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시설에 입소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격리라고 하는 제도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격리의 자발성과 격리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및 복지를 위한 기능을 했다는 사실은 격리를 단

순히 다수를 위하여 소수를 희생시키는 폭력적인 기제로 볼 수 없게 만들며, 격

리의 문제를 더욱 복잡한 구도 속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이 연구는 한센인 대한 (강제)격리는 전통적인 차별과는 구분되는 매우 근대

적인 양식의 차별 형태이며, 이는 의학이라는 과학지식과 근대국가의 인구 관리

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는 한편으로 치료와 보호의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서 위험한 집

단을 비가시화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한센인에

대한 강력한 낙인과 차별은 의학지식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한센병환자의 완

치가 가능한 이후에도 세분화되고 더욱 교묘해진 방식의 다양한 격리 형태를

생산하고 유지시켰다. 한편 의료전문가나 국가만이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의

형성과 다각화 그리고 지속의 주요 행위자가 아니었다. 익명의 다수의 행위자로

구성된 사회라고 불리는 집단 역시 격리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데 주요한 행위

자로 역할을 다했다. 이들 행위자들은 각각의 공간에서 격리된 한센인들을 다양

한 방식으로 차별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첫째,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가 형성되고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강

제)격리는 한센인에 대한 다양한 낙인과 차별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가? 셋째, 의료전문가, 국가, 그리고 사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강제)격리와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했는가? 마지막으로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강제)격리는 어떻게 폐지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이상

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한센인 문제의 해결 노력의 결과들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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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관한 의학적 연구

한센병과 관련된 의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시기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하지

만, 주로 질병 자체(주로 병인론)에 관한 연구, 예방과 통제를 위한 공중보건학

적 연구, 그리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센병에

관한 연구의 이 세 범주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한센병의 여러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한 병리학, 세균학, 면역학, 유전학,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

의 연구성과들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의학지식

은 공중보건학적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고, 또한 한센병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태도, 반응 역시 변화시켰다. 이들 연구들은 질병의 예방, 관리 그리고

치료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한 관심이 오롯이 질병 그 자체에 한정

된 것은 아니었다. 의학적 연구 역시 한센인들이 겪고 있는 낙인과 차별에 주목

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의학

적 연구는 한센인이 받고 있는 낙인과 차별은 질병에서 비롯된 외모의 변형이

주는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갈승철, 1960; editorials, 1998). 이러한 이유에서 질병과 질병에서 비롯

된 외모의 변형을 치료함으로써만 낙인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았다. 그리하여 의학적 연구는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극복을 위하여 조

기발견 및 조기진단법, 빠른 질병의 치료, 그리고 외모의 변형을 감추기 위한

“재건수술”,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독립과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착촌(settlement village)의 형성에 집중하였다. 다시 말해 한센인에 대한 낙인

과 차별의 이유를 그들이 갖고 있는 전염성과 외모의 변형, 또는 환자들의 부랑

에 돌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의료적, 또는 공중보건학적 개입을 통하여 극복하

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센병에 관한 의학지식과 공중보건학적 정책이 발생시

키거나 강화시키는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 한센병 전문가(leprologist)들은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질병과

개인의 특성으로 돌렸으며, 질병에 대한 몰이해, 무지, 미신 등에 의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근대적 지식과 공중보건정책은 한센병

의 “전염성(contagiousness)”를 지나치게 강조했고, 전염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회의 한센인 혐오는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었다.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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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한센인에 대한 격리가 권고되었고, 이들의 직업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

었으며, 자녀를 가질 권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박탈당했다. 한센인에 대한 낙

인과 차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은 자신들이 형성시킨 지식과 정책에서 비롯된

낙인과 차별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한센인 낙인과 차별에 대한 인권(법)적 논의

한센인이 오랫동안 겪었던 차별의 경험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인권법적

관점에서 공론화되었고 사회문제화되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

야할 권리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편견이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노력은 한센인 당사자와, 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한센인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초

기 노력 중 중요한 것은 2002년의 “한센병력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세미

나”와 2003년에 열린 “한센병 관련 인권·복지·의료·환경 등 제반문제에 대한 연

구발표” 세미나였다. 한센인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상

당히 새로운 것이었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센인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은 병이

치유되면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의료적이거나 경제적인 문

제로 인식되었고, 해결방안도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제시되었다(유준, 1960,

1963; 정상권, 1994).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센인 정착촌 제도

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한센인들이 정착촌에서 경제활동에 힘

쓰면 정신적인 재활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됐다(김영미, 최시룡, 1983; 최시룡,

1986). 정착촌을 중심으로 한 의료적, 경제적 재활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극복

하려고 했던 한센인들에게 인권적 언어로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센인 문제

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그리고 인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

룬 전국단위의 보고서인 『한센인권실태조사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발간되었다.

한센인들은 인권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전까지 의료적, 경제적 담

론에서 벗어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인권침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센인인 정상권(2006)은 국내 유일의 한센병 학회지인 『대한나학회

지』에 “(특별기고)한센병력자 인간성 회복에 관한 보고”라는 글에서 인권적 관

점에서의 인간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전과 다른 이러한 움직임을 애

링턴(Arrington, 2016)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한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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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한센인 집단은 스스로를 피해자화(victimization)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인권(법)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법적 기

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건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한정된 운동자원

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졌지만, 법적으로 문제화하기 어려운

모호한 사회의 한센인혐오(leprophobia)를 논의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피해사건에 대한 집중은 사회전반적인 한센인혐오

를 포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한센인혐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

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 또한 한센병에 관한 지식과

공중보건학적 정책이 형성하고 강화시킨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문제 역

시 충분히 깊게 파고들지 못했다.

3) 제국주의 및 인종주의와 한센병의 관계 연구

2000년대 들어와 한센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제국주의/인종주의와 결합한

근대성(modernity)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급증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한센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가 근대라는 시대에 매우 보편적인 현상

이었음을 보여주며, 낙인과 차별이 근대성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은 전근대 시기의 그것과 형태와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푸코

(1991)가 자신의 저서 『광기의 역사』 첫 머리에 유럽의 중세 나요양소에서 한

센병환자가 사라지고 광인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묘사하며, 서구에서 이성의 탄

생과 비이성적인 것의 배제를 설명하는 것과 반대로, 식민지 지역에서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와 근대의 탄생의 시기가 겹친다. 정근식(1997a)은 조선 시대

한센병환자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익숙한

질병이었으며, “천형”이라는 한센병의 이미지는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되었

으며, 일제에 의하여 확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쏘(Gussow, 1989) 역시

미국에서의 한센병 연구를 통하여 중세 사라졌던 한센병이 제국주의 시대에 인

종주의와 결합하여 재발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미국에서의 흑인노예와 중

국인 노동자의 몸에 대한 이미지를 그 예로 들어, 한센병이 어떻게 비문명화된

유색인종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지 묘사했다.

한편 최근의 국외 연구들(Arnold, 1993; Bashford & hooker, 2001;

Buckingham, 2002; Obregón, 2002; Alison & Carolyn, 2005; Edmond, 2006;

Moran, 2007; Leung, 2009; Loh, 2008, 2009; Inglis, 2013, Snelders, 2013)은 구

쏘의 한센병에 대한 근대의 인종주의적, 제국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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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다양한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켰다. 이들 연구들은 유럽에서

사라진 것으로 믿어졌던 한센병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서의 식민화 과

정 중에 그곳에 살던 현지인들 그리고 플렌테이션 농업을 위하여 새롭게 유입

된 흑인, 아시아인 노동자들의 신체를 통하여 재발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풍토병으로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질병이었던 한센병

은 그곳에 정착한 백인들에게 다른 열대병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와 그곳의 식

민화된 몸들의 비문명적 열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즉 한센병은 비문

명성, 그리고 유색인종 신체의 열등함을 의미하는 제국주의적 그리고 인종주의

적 상징이었던 것이다. 한센병에 대한 이러한 제국주의/인종주의적 시선은 아시

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식민지 엘리트들에게 그대로 혹은 강화되어 받아들

여졌다. 정근식은 한국, 렁(Leung)은 중국, 성(Seong)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그리고 Snelders는 수리남(Surinam)의 사례에서 제국주의/인종주의적 한센병

이미지가 어떻게 식민지/민족주의 엘리트들에게 이식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정

근식, 1997a, 1997b, 2002a; Leung, 2009; Loh, 2008, 2009; Snelders, 2013). 한편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 역시 한센병에 대한 제국주의/인종주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화해서 받아들였다(藤野, 1998, 2001, 2010). 즉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의 풍토병으로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갔던 한센

병은, 물론 간헐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제국주의 국가들

에 의하여 재발견되어 인종적 열등함의 상징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은 19세

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근 10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보편적인 현

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센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 반응은 서구 백인

의 제국주의/인종주의와 결합한 근대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국 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인종주의보다는 주로 제국주의 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러한 이미지가 서구선교사들에 의하여 먼저 수입되었지만, 이후에

제국주의 일본에서 강화된 이미지가 수입되어 한센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훨

씬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다(최정기, 1994; 정근식, 1997a, 1997b; 조형근, 1997,

서기재, 2017).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한센병에 대한 관심은 먼저 이 지역의

전염병과 조선사회의 위생과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은 식민지의 일본인들과 일

본군의 건강을 위하고, 조선인구의 관리 측면에서 전염병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

고, 이를 위하여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만들고 경찰력 및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에 나갔다(신동원, 1986, 1997; 김옥주, 1993; 藤野, 1993; 박윤재, 2005,

2012). 특히 한센병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우생학적 사고

와 결합되어 대중에게 퍼져나갔고, 그 결과 대중은 한센병의 방치는 사회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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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김재형·오하나, 2016; 서기재, 2017).

이상과 같은 국내외의 한센병에 대한 낙인 및 차별, 배제에 대한 역사사회학

적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 사회의 이 질병에 대한 태도 및 실천

은 제국주의/인종주의적인 한센병과 한센병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식민지

적 근대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우리 사회에 이식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식민지에 만들어진 이러한 인식과 태도 실천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

재하고 있는 한센병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배제에 여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

제의 근원을 일정부분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식민지적 근대성”에서 찾으려는

일련의 시도들과 관련된 것이다(김진균·정근식, 1997).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

기 위해서는 먼저 광복 이후, 식민지 시기 만들어진 한센병과 관련된 인식, 태

도, 실천을 지속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김(Kim, 2010, 2012)

은 미군정 시기 소록도에서의 환자 자치제의 탄생과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군정

이 민주주의 모델을 소록도에 형성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즉 그녀는 일본과

미군정의 한센병환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환자를 억압했던 일본

과 달리 미군정이 환자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병택

(2011)은 서양선교사들의 한센병 치료 및 이들에 대한 기독교화 작업 덕분에 광

복 이후에 한센인 집단이 성공적인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내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양선교사들의 활동과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정근식(2002)은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의 한센병정책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도, 한국

에서는 여전히 식민지 시기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재형·오하나

(2016)는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 수용시설에서 자행된 단종수술의 사례를 통

해 1920년대 말부터 조선사회에 받아들여진 “우생학”적 사고가 광복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불법적 단종수술이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수용시

설에서 자행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 사회의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배

제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우생학적 태도가 한국인과 한센

병 제도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들은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독립 이후 새로운 근대국민국가 형성 과정 중에 한센병환

자의 신체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현상에 묘사하였다(Loh, 2008, 2009; Leung,

2009; Buckingham, 2002). 이들 연구는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근대

국민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어 새로운 국민의 건강한 신체, 즉 인구라는 종

의 측면에서 건강한 인구 만들기가 중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한

센병과 한센병환자의 신체가 주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들 역사사회학적 연구들은 한센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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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의/인종주의 그리고 우생학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이들 연구가 주목

하지 못한 공백, 낙인과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했는가, 그

리고 그러한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개입했는가, 또한 낙인과 차별의 결

과 어떠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했는가에 대하여 본 연구가 살펴볼 것이다.

제 3 절 이론적 자원

1) 질병에 대한 지식의 사회적 구성

근대 생의학(biomedicine)에서 질병은 생물학적 실재(biological reality)이라

는 기본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질병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생물학적 실재에 근거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즉 질병에 대한 지식은 생물학적 실재에 대한

연구를 통한 발견(discovery)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

러나 1970년대 발전한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는 전통적으로 객관

적이며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질병에 대한 의학지식은 사실은 그 형성과정

중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개입한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기여했다(Bury,

1986; Jordanova, 1995).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은 과학사회학과 의료사회

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과학사회학과 의료사회학은 과학과

의료를 합리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전문가 사회의 합리적인 산물로 인식했다

(Merton, 1973, Parsons, 1951). 머튼은 특히 과학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

편주의(universalism), 공유주의(communism), 조직화된 회의주의(organised

scepticism), 불편부당성(disinterestedness)과 같은 규범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에서 과학이나 의료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중요한 객관적인 지식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규범들에 의하여 형성되는지에 대

하여 초점을 맞추었다(이영희, 2000).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과학과 의학 지식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비판을 가하는 움직임이 사회에서 점차 강화되었다(Bury, 1986). 과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거나 자본에 종속되는 것 등에 반

발하는 급진과학운동이 발전되면서 과학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회의감이 발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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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워스키, 2014).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비와 의료사고의 급증, 과잉진료, 의

료기술의 사유화 및 급진성, 의료의 효율성과 효능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사회

적 요인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회의감이 발전했다(Starr, 1982). 특히 1970년대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스트롱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과학/의학 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다양한 연구를 통

해서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스티븐 샤핀(Steven Shapin, 1975)은 골상학에 대

한 지식이 19세기 에든버러 중산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간 계급의 관심

과 이해에 잘 맞아서 당시 사회의 주류적 과학지식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

히 사회구성주의적 연구는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지식이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강한 사회구성주의적 태도

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실재주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이라는 지식 상대주의적 태도로 발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지식 역

시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에 영향을 받으며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주의가 간과한 점은 사회와 과학 또는 의학이 근대에 들

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자

면 사회적 요인이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은 그러한

사회적 요인이 과학과 의학 지식에 이미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한다. 사회와 의학지식의

밀접한 관계가 의료사회학의 의료화(medicalization) 이론이 발전되면서 점차 분

명히 드러나고 있다. 의료화란 전통적으로 비의학적 문제들이 질병과 장애의 용

어로 의학적 문제로 정의되고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Conrad, 1992). 의

료화 연구의 대상은 1960년대에는 주로 일탈(devinace)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다. 예를 들어 성적 취향에 불과한 동성애는 의학에 포착되면서 질병으로 인식

되고 의학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반면 1970년대에는 불안, 기분,

출산, 노화, 죽음 등 삶의 정상적인 과정들이 의료적 문제가 되는 현상이 의료

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의료화의 주체 역시 처음에는 의료전문가에서

나중에는 사회운동, 환자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Clarke et al. 2000, 2003).

의료화 논의가 이전의 사회구성주의와 다른 점은 사회적 요인이 의학지식의

형성에 개입한다는 이해를 뛰어 넘어 의료가 사회적 문제를 의료문제로 포섭함

과 동시에 더 나아가면 사회가 사회문제를 의료적으로 해석하고 의료적으로 대

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푸

코의 연구(Madness and Insanity, 1960; The Birth of the Clinic, 1960)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푸코는 생명권력(bio-powe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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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학이 통치기술로서 인구에 대한 지식의 생산을 요구하는 근대국민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의학지식이 권력으로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주체를 형성시켜 세상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

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포착하여 제시했다. 예를 들어 콘라드(Conrad, 1992)는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던 성인 ADHD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의료적으로 설명

하면서 의료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즉 의료화 논의

는 이전의 사회구성주의에서 제시한 원인으로서 사회적요인과 결과로서 의학지

식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인이 의학지식을 생산하고, 그

러한 의학지식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다시 그러한 사회가 의학지식의 형성에 영

향을 주는 순환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 논의는 이러한 의료화 논의를 더욱 발전시

켰다(Clarke et al, 2003). 최근의 급격한 생명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몸과

삶 자체(life itself)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급격한 기술

의 발전은 20세기 전반 세포에 머물러 있던 인간의 몸과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유전자에 근거한 지식과 인식으로 변화시켰다. 이 논문은 질병에 대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지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

고, 이렇게 변화한 사회가 다시 지식에 영향을 준다는 메커니즘을 받아들여 한

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와 낙인·차별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질병낙인이론

구조기능주의적 전통에서 질병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사회질서(social order)

에 장애가 되는 “일탈(deviance)”이다(Parsons, 1951). 파슨스는 19세기 후반 20

세기 초반의 생물학적 개념에 근거한 병인론의 관점에서 모든 질병은 심리학적

이고 생물학적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으나,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질병은 한 사

람의 개인적이고 사회적 적응과 생물학적 체계로서의 유기체의 상태를 모두 포

함하는 총체적 인간 개인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1951:

431).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근대 의료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환자와 의사의

역할은 일탈로서의 질병을 억제함으로써 그대 서구사회의 합리성의 가치를 강

화하고 근대적 사회 체계에 적절한 위계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전게서:

429). 한편 프라이드슨(Freidson, 1992)은 이러한 파슨스의 생각을 발전시켜 질

병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Scambler, 1993: 187).

구조기능주의 전통에서 일탈로서의 질병에 대한 관심은 상징적상호주의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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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옮겨 오면서 관심의 초점이 낙인으로 변화한다. 파슨스에게 일탈로서 질

병은 사회질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

덕적으로 비난할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난은 환자역할을 이용해 꾀병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해진다. 그러나 고프만(Goffman, 1990)은 일탈로서의

질병에 있던 관심의 초점을, 특정한 질병이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

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낙인화(stigmatization)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낙인화의 경

험이 어떠한 정체성을 구성해 내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고프만

의 업적은 낙인을 구성하는 사회의 정상성이 낙인찍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면

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왜곡되는 자아, 그리고 거

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낙인이 어떠한 제도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 또는 어떠한 권력 관계 속에

서 발생하는지 정교한 분석을 발전시키지 못했다(Scambler, 1993: 192).

낙인 또는 오점이라고 번역되는 stigma는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에게 기대

되는 것과 반대의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 즉 개인의 유형이 어떠해야 한다는 우

리의 고정관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속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

을 소유하여 낙인찍힌 개인은 낙인에 오염되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며 사회적

으로 무가치화된다(Goffman, 1990: 3). 고프만 이후 낙인이라는 개념은 다양하

게 사용되는데 스태포드와 스콧(Stafford & Scott, 1986: 80)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되는 규범(norm)과 반

대되는 개인의 특성으로, 크로커 등(Crocker et al, 1998: 505)은 평가절하된 사

회적 정체성을 운반하는 특성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낙인에 대한 정의는 존스

(Jones et al: 1984)가 명확히 했는데 그는 낙인을 개인이나 어떠한 집단의 속성

과 스테레오타입 사이의 관계로 정의했다. 이러한 낙인에 대한 연구는 고프만의

전통에서 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다.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

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낙인을 보려는

연구는 정상인의 차별(discrimination)에 대한 관심을 부족하게 만들었다(Oliver,

1992; Fiske, 1998; Sayce, 1998). 즉 낙인이론의 전통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

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부정적인 범주에 위치 지으면

서, 동시에 그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고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실천 행위를 말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링크와 펠란(Link & Phelan, 2001)은 이론적으로 낙인은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요소들은 첫째, 개인이나 사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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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 둘째, 이 꼬리표에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을 연결시키는 행위, 셋째,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을

집단의 다수와 구분되는 범주에 위치시키는 행위, 넷째, 이를 근거로 꼬리표 붙

은 사람들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차별하는 행위, 또는 역으로 이들이 차별을 경

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낙인은 차이를 구분하는 인식적 행위에서 실제

차별 행위까지의 어떠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

는데 이러한 낙인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낙인의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소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살펴

봐야 한다(전게서: 375). 즉 낙인은 차이의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집단의 분

리, 지위상실의 행위 또는 경험, 그리고 권력관계의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전게서: 378). 그래서 낙인에 대한 연구는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살

펴봐야 한다.

한편 스켐블러(Scambler, 1998: 1054)는 4번째 요소인 특정 집단의 지위를 상

실하게 만드는 행위인 차별과 그것의 경험을 그러한 차별에 대한 공포와 분리

시켜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를 발생한 낙인(enacted stigma),

후자를 감각된 낙인(felt stigma)이라고 이름 붙였다. 낙인을 발생시키는 사회구

조는 실제 차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한 실제 차별이 발생하기 이전

에 그러한 과정을 알고 있는 개인은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공포를 느낀

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는 전략을 선택한다. 스켐블러는 이러한

감각된 낙인은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낙인과 권력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와일루(Wailoo, 2006)는 20세기 초 인종주의가 어떻게 특정한 전염병과 흑

인 사이를 연결시키고 그 질병과 흑인을 낙인화 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즉 인종

주의 영향 하에서 십이지장충(Hookworm)은 게으름의 균(germ of laziness)로

지목되었고, 이 질병은 아프리카에서 미대륙으로 건너온 것으로 간주하고 이 균

을 가져온 흑인을 비난했다. 특정 질병과 특정 인종을 결부시켜 비난하는 사례

는 다양하다(Sander, 2000). 콜레라는 유럽과 미국에 침투하는 아시아적 질병이

다. 그래서 아시아와 관련된 것은 원시지역에서 온 문명을 공격하는 것으로 낙

인찍혔다. 19세기에는 유대인은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유대인

의 결핵 면역력이 낙인화됐다. 이 때문에 유대인은 결핵균의 매개체로 비난받았

다. 질병에 대한 낙인은 우생학을 통해서 더욱 많아졌다. 나치 독일과 미국에서

는 흡연은 암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나치는 암은 아리아 민족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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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겼다. 최근의 AIDS/HIV는 동성애자 남성에 대한 낙인을 낳았다.

이러한 낙인의 역사성이나 구조적인 것에 대한 연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낙인의 사회심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또는 이러한 심리학적

특성과 역사적 구조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의 원

인, 증상, 그리고 그것의 후유증과 관련된 사회의 규범과 그것에 근거한 사람들

의 이해는 낙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외모의 변형은 그것을 바라보는 개

인의 혐오감을 발생시키는데, 그러한 혐오감이 본능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혐오

감의 수준을 결정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실천되는 것은 권력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선천적 기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차별과 낙인화를 불러일으켰

으나(Miles, 1995), 선천적 기형을 가진 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나

(Garland, 1995), 나치독일에서 뿐이었다(Meyer, 1988). 이러한 권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환자나 장애인 그리고 그들 주변인이 증상, 장애 등

의 특성을 둘러싸고 경험하는 것들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모들은 완벽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기형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비탄, 슬픔,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갖게 되고, 아이는 자신

의 기형을 부모의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Garth, 1985;

Ludder Jackson, 1985; Cheetham, 1987; Lynch, 1989; Taylor, 1992; Hall and

Hill, 1996).

한편 질병의 낙인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의학지식과 치료기

술의 발전이다. 예를 들어 낙인의 대상이 되는 다운신드롬의 외모적 특징을 없

애는 성형수술은 개인과 그의 부모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특성을

숨기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Lewandowicz and

Kruk-Jeromin, 1995). 이 외에도 선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

한 수술들을 둘러싼 정치들이 존재한다(Cunnigham et al., 1991; Kravetz et al.,

1992). 지식과 기술의 발전과 질병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의료화

(medicalization) 연구에 주요 태마이다. 예를 들어 콘라드(Conrad, 2007)는 의료

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클락(Clarke, et al, 2010)은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과

기술의 발전은 사회가 개인의 몸과 질병, 그리고 사회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틀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 역시 낙인

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낙인 이론의 5가지 요소에 마지막으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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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의료기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센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료지식과 기술의 발전, 둘째, 한센병을 가치 없는 것, 수치스러

운 것 등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연결시키는 권력, 셋째, 한센인을 사회적

타자로 위치짓고 차별하는 행위와 차별의 경험, 그리고 그러한 차별 구조에 미

리 공포를 느끼는 감정,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별의 구조와 차별의 행위 속에서

형성되는 한센인의 정체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 사회적 배제와 포섭으로서의 격리

전술한 바와 같이 비정상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집단에 대한 낙인과 차

별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각 사회마다 자신의 특정한 역사적 과

정을 통해서 특정한 형태의 낙인과 차별의 모습을 보인다.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 1966)는 자신의 저서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특성을 갖거나 행위를 하는 자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보

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낙인화된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격리

(segregation)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가 등장한다. 배제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이나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란 사

회의 경제 등 다양한 자원으로의 접근이 박탈되며 동시에 사회와의 연대감이

약화되는 경제적이면서도 사회문화적인 상태를 의미한다(Silver, 1994).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근대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었지만, 배제라고 하는 상태는 배제시키는 자와 배제된 자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근대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한편 스티커(Stiker, 2005)는 사회

적 배제에 대한 연구를 비판하면서 근대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집

단의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배제당하면서 동시에 사

회에 통합될 수 있다.

건강과 질병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배제와 통합의 정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은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페트리나

(Petryna, 2002)는 체르노빌의 희생자들은 오염되고 병든 신체들로서 사회적으

로 배제 당했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피해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만 사회

로부터 통합 당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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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은 이러한 배제와 통합의 정치학 중심에 몸이 있음을 보여준다. 로즈

(Rose, 2007)는 생물학적 시민권의 개념을 통하여 자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

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시민들이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권리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적 시민권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생명정치라고

할 수 있다(Clarke, 2003). 예를 들어 콘라드(2007)가 묘사한 바와 같이 성인

ADHD 환자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지만, 스스로를 환자

로 규정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인정받아 환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

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이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환자라는 것을 공식화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근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포섭이 동시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격리의 공간이다(Bashford & Strange, 2005). 배쉬포드와 스트레인지는

재소자의 유배(transportation)로부터 정신질환자의 도덕적 치료까지 배제를 위

한 관행, 기술, 근거, 목표, 장소들을 포함한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와 20세기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Bashford & Strange, 2005).

이들은 근대 시기의 강제 격리의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첫째, 처벌, 보호, 예방

사이를 매끄럽게 이동하는 격리의 근거의 유연성, 둘째, 격리의 건축학적이고

공간적 차원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 셋째, 격리를 통해서 특정한 자아를 양성

하기 위한 격리된 사람의 종속화(subjectification)를 꼽았다. 첫째, 격리의 근거

의 형성과 유연성과 관련하여 근대국가의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격리를

위한 신뢰할만한 설명들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Mehta,

2005). 보호, 처벌, 예방, 치료, 교정, 복원들은 사회가 격리의 발명과 실천에 동

의하는 근거가 되었다. 식민통치에 있어서 부랑아동은 표면상 보호를 목적으로

공간적으로 구금당하거나 격리당했다. 동시에 부랑아동, 정신병자, 인종적으로

열등한자, 성적 타자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자,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예방

적 수단으로서 격리당해야할 대상이 되었다(Castel, 2005). 그리고 이러한 보호

와 예방에 있어 의학적 지식은 좋은 수단이 되었다(Goffman, 1961). 고프만은

자신의 저서 『수용소(Asylum)』에서 정신질환자를 총체적 기관인 수용소에 격

리시키고 통제하는 데 있어, 의학지식, 의학용어가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

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코(Foucault)는 『사회를 보호해야한다』에서 격리의

역사를 인구관리라는 생명정치적인 것과 연결시킨다. 즉 인구관리라고 하는 근

대복지국가의 목표를 위하여 열등한 신체는 격리시설에 구금당함과 동시에 같

은 공간에서 유용한 신체로 회복된다.

둘째, 격리의 건축학적이고 공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격리를 위

한 근대적 장소들로 수용소, 요양소, 난민수용소, 교화소, 보호구역과 같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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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발명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배제당해야

할 집단들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자는 요양소로, 인종적으로

열등한 자나 훈육이 필요한 자는 수용소로, 그리고 원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가

야 한다(Bashford & Strange, 2005). 이러한 격리 공간들은 격리된 자들을 사회

와 단절시킴으로써 자유를 통제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차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설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

고 격리되어 있는 무인도, 황무지와 같은 곳에 위치한다거나, 높은 담장과 튼튼

한 벽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격리의 장소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지

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눈에 잘띄어야 한다. 왜냐하면 격리시

설은 격리된 자와 격리되지 않는 자들 사이를 가르는 질서, 규범을 시설 바깥의

사람에게 가시화하고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격리된 자들의 종속화와 관련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근대 사회에

서 격리의 공간들은 주로 가두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근대적 형태는 배제된 사

람들을 새롭고 개량된 종류의 인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

간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푸코가 말하는 규율기술(disciplinary technique)

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정근식(1997a)은 식민지시기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

에게 환자가 지켜야할 규칙인 ‘환자심득’을 외우도록 강요했음을 보여주었다. 하

지만 이러한 목표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은 실패한다

(Goffman,1961). 또한 이러한 격리의 장소 속에서 비슷한 집단적 정체성들이 형

성되기도 하며, 이러한 정체성들에 근거하여 시설에 저항하는 새로운 인간이 만

들어지기도 한다(Chenier, 2005, Farah, Blasco, 2005). 이 연구는 근대사회의 강

제격리의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한센인 강제격리시설들을 분석

하도록 할 것이다.

제 4 절 연구 자료와 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의료지식과 의료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할 예

정이다. 첫째, 한센병 및 전염병 관리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과 시행규칙 그

리고 나 시설 운영규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사용가능하다. 둘째, 한센병 관련 지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한나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대한나학회지”에 실린 논문들과 국

제 나학회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그리고 Leprosy Review에 실

린 논문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시설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역시 중요한 문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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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다. 특히 소록도병원의 연보는 시설의 규칙, 한센병 정책, 한센병 지식과 치

료의 발전에 관한 자료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넷째, 한센병과 관련한 다양

한 신문, 잡지 자료들이 활용가능하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는 한센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학술

지 게재 논문, 학회 발표문, 단행본,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문헌자료로 사용할 것

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의료가 생산하고 실천하는 낙인과 차별의 생생한 모

습과 한센인의 경험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한센병 의료전문가 및 한

센인들의 다양한 구술자료집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은 2012년 『또

하나의 고향, 우리들의 풍경(구술사료집 1)』, 그리고 2013년 『자유를 향한 여

정, 세상에 내딛는 발걸음(구술사료집 2)』의 두 권의 구술사료집을 출간하여

소록도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및 이곳에 격리되었던 한센인들의 구술을 담았다.

또한 2005년에 발간된 『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 정책(구술사료선집 1)』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구술자료 역시 이용할 것이다. 한편 2005년 국가인권위원

회의 『한센인인권실태조사』 연구조사 당시 수집된 면접자료, 그리고 2015년부

터 2017년까지 수행되었던 “국립소록도병원 100년사 집필 프로젝트” 과정 중

수집했던 의사 및 한센인과의 구술자료가 사용될 것이다. 이 외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었던 질병관리본부 정책용역사업이었던 『한센병관리 개선방

안 마련』 사업 수행 당시 수집된 한센인 및 한센병의사와의 면접자료 역시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들 연구들에 본 연구자는 집필자 및 연구보조원의 신

분으로 참여하였다.



- 20 -

제 5 절 한센병에 대한 설명과 한센병 용어 정리

1) 한센병의 특성

한센병은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독감, 콜

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의 급성전염병과는 다른 AIDS/HIV 또는 결핵 등이

포함된 만성전염병에 속한다. 급성전염병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고 발

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짧은 기간에 급속히 전염이 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다. 또한 전염되는 경우 발생률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특

징은 환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다. 반면 만성전염병

의 특징은 환자가 질병을 앓는 기간이 길고, 치료제가 없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센병의 경우 효과적

인 치료제가 없던 시기 드물게 인간의 면역 기능이 강할 경우 자연치료가 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평생 이 질병을 앓아야만 했다.

노르웨이의 한센(Gerhard Armauer Hansen, 1841-1912)이 1873년 원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질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만 경험적으로 인

식되었으나, 그러한 전염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설이나 다

른 미신들과 혼합되어 존재했다. 한센병은 균이 신체에 들어가도 인체의 면역기

능 때문에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면역기능이 약한 경우에만

발병으로 이어진다. 즉 전염성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센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다. 한센병균은 그 증식 속도가 극도로 느

리기 때문에 잠복기가 매우 길어서 길게는 20년,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잠복기

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균의 특징은 이 질병이 환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된다는 특징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가족 내에

서 어른 환자가 생길 경우 전염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로 전염된다는 특

성을 갖기 때문에 19세기 노르웨이에서는 이 질병을 유전병으로 오인하기도 했

다. 균과 면역기능간의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상

태, 경제상태 그리고 위생상태와도 연결된다. 즉 전염성이 극히 낮은 한센병은

개인의 면역력, 그리고 그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영양, 경제, 위생상태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2)

한센병의 임상학적 특징은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서 나타난다. 병형(病型,

2) 세균과 사람을 둘러싼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임상의학에서는 오랫동안 고려의 대

상이 되지 못했다. 이 주제 역시 추후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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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disease)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센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신경의 감각마비이다. 즉 따뜻함, 차가움, 고통 등의 감각 능력의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하여 화상이나 상처가 크게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신경의 손상은 피부의 두터움 등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상처나

화상과 결합하여 크고 만성적인 궤양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궤양은 이후에 장애

로 발전되기도 한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던 시기 한센병환자들은 얼굴의 일그

러짐, 시각의 상실, 코의 상실 등의 장애를 갖거나, 손가락, 발가락의 상실, 또는

손과 발의 상실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외모의 변형은 한센병환자가 만성감염병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특성을 갖도

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모의 변형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은 고프만(Goffman,

1990)이 묘사했던 장애인에 대한 사례들과 일치한다. 즉 신체의 변형은 이 질병

의 전염성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기에 비정상적인 것(the abnormal)으로 인식

되었고, 낙인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세 기독교 문화와 결

합한 한센병에 대한 낙인으로,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한센병환자들은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모의 변형과 더불어 전염성이 한센병

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그러한 낙인들은 낙인과 차별로 이어

졌다.

1940년대 중반 이후 개발된 화학제제의 발전과 1980년대 도입된

MDT(Multi-Drug Therapy)라는 효과적인 한센병 치료방법으로 인하여 한센병

의 조기 치료와 완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는다. 특히 한센병 치료제인 리팜피신 1회 복용시 한센병의 전염성

은 사라지기 때문에 진단 즉시 전염성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 낙인과 차별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전염성”과 “후유증”이 치료제 등의 발전으로 사

라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환자에 대한 인권적 고려로 인하여 진단과 치료를

비밀리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질병과 환자에 대한 용어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한센병이라는 질병은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

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시기에 따라 대풍(大風), 대풍라(大風癩), 대풍

질(大風疾), 대풍라질(大風癩疾), 대풍라창(大風癩瘡), 대풍창(大風瘡), 여

풍(癘風), 나질(癩疾), 나(癩), 룡병(龍病), 대마풍창(大麻風瘡), 문둥병, 나

병(癩病), 천형병(天刑病), 한센병(Hansen’s disease) 등이 이 질병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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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는 병명으로 사용되었다. 병명이 시기에 따라서 변하거나 다수의 병명

이 존재하는 것은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센병은 그

명칭이 다른 질병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 다양한 병명은 그

자체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병명들과 그 변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이 연구에서 병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통의학에서 한센병을 일컫는 질병명은 매우 다양한데, 이는 이 질병

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한센병의 증상은 발열, 오한, 권태감, 각종 염

증, 두통 및 우울증에 의한 불면증, 그리고 병변, 눈썹의 탈락, 피부의 무

감각, 시경통, 신체 말단의 탈락, 시각의 상실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

양한 증상을 하나의 질병으로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

국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크게 신체 말단의 탈락을 포함하는 대풍(大風)

계열의 질병과 병변 등을 포함하는 여풍(癘風)/나(癩) 계열의 질병으로

발전하다가(Leung, 2009), 이후에 이 두 계열의 질병이 합쳐지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대풍라(大風癩), 대풍라질(大風癩疾) 등의 병명이 만들어진

다. 한편 대풍(大風)이란 전통의학에서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하여 한센

병을 발생시키는 병인을 의미했다. 반면 여(癘)나 나(癩)는 주로 그 증상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에서 한센병을 일컫는 병명이 처음 기록된 것은 『향약구급방

(鄕藥救急方(1231))』으로 여기서는 대풍(大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에는 대풍, 대풍라, 대풍질, 여풍, 나

질, 나 등 다양한 병명이 사용됐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이들 의

서들과 다르게 이 질병을 나질(癩疾)이라고 불렀다. 이후 1613년에 편찬

된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이 질병은 대풍창 또는 나창으로

병명이 변화하는데, 이후 이 두 명칭은 의학계에서나 정부에서 공히 공

식적인 병명이 되었다. 한편 사회에서는 이 질병은 다른 이름을 가졌는

데 16세기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는 나(癩)라는 한자에 대응하

는 조선어로 “룡병”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편 19세기의 자료에 의하면

이 질병을 가리키는 단어로 “문동이”가 등장한다(한불자전, 1880; 한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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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897).

조선 중기 이후 공식적으로는 대풍창, 나창, 그리고 사회에서는 룡병,

문동이로 불렸던 이 질병은 1910년 한일병합을 계기로 일본식 질병명인

나병(癩病)으로 대체되었다. 나병은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유일한 공

식적인 병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 질병을 여전히 “문동

(둥)병”으로 불렀다. 대풍창이라는 병명은 식민지 조선에서 주변화되어

갔던 한의학에서만 사용되었다.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나병은 이 질병을

부르는 객관적인 의학명으로 자리 잡아 갔으며, 영어인 Leprosy에 대응

하는 용어가 되었고, 이는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이어졌다. 반면 문둥병

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속어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낙인과 차별과 결합

된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인과 차별은 나병이라는 병명

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최근 의학계에서는 식민지 잔재로 여겨

지는 일본식 질병이나 신체와 관련된 어휘를 한국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창(痘瘡)인데 그 동안 한국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됐던 천연두(天然痘)는 일본식 병명이었다는 사실이 의사학

계의 노력으로 밝혀졌고, 그 결과가 의학계와 법률에도 받아들여진 것이

다. 그렇다면 역시 일본식 병명인 나병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은 두창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운동사

적 맥락에서 사용되어온 한센(씨)병이라는 병명 때문이다. 한센병은 미

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카빌국립한센병요양소에 격리되어 있던 한센병

환자인 스텐리 스타인(Stanley Stein)에 의하여 1930년대 만들어졌고, 그

가 1941년 창간한 한센인 인권 옹호 잡지인 The Star: Radiating the

Light of Truth on Hansen’s Disease를 통해서 전세계에 퍼져나갔다. 그

는 Leprosy라는 단어가 낙인과 차별에 오염됐다고 주장하면서, 한센병균

을 처음 발견한 한센(Hansen)의 이름을 따 한센병(Hansen’s disease)으

로 부를 것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

다(Trautman, 1968). 일본에서도 1950년대부터 환자단체가 국가를 상대

로 이 병명을 한센병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大谷藤郎, 199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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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의 일부 한센병환자 역시 한센(씨)병으로 부를 것을 제안

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한센병, 한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의학계에서도 한센병을 공식적인 병명으로 사

용하기 시작했다.

이 질병을 일컫는 병명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운동사적 성과

를 반영하여 이 연구는 “한센병”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것이다. 한센병은

현재 법률적으로나 의학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질병을 일컫는 유일

한 공식적인 병명이 되었으므로 이 한센병이라는 병명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각 시

기별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질병명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을 그 이름 자체로 그 당시의 질병을 둘러싼 환경과

특성, 인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

는 일반적으로 이 질병을 일컬을 때는 “한센병”이라는 병명을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각 시기의 분위기, 인식 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대풍

창, 나병, 문둥병 등의 다양한 질병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이 질병과 관

련된 다양한 법률들, 단체들을 표시할 때 “나병”, “나”와 같은 과거의 병

명은 피하기가 힘들다. 한편 영어인 Leprosy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나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한센병으로 번역하기도 할 것이다. 영어인

leprosy는 오랫동안 나병으로 번역되었으나, 실제로 leprosy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과 의미는 나병이라는 단어로 온전히 담기는 어

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나병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다른 한편 한센인(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라는 한센병을

경험한 집단을 일컫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질병을 경험한 집

단에 대한 이름은 주로 그 질병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시기 이들을 일컫

는 이름은 대풍창인, 나인과 같이 병명에 사람을 뜻하는 인(人)이라는 단

어를 붙여 만들었다. 19세기 문둥이라는 단어는 병명과 환자를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사용됐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병명은 문둥병, 환자는

문둥이로 분리되어 사용됐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나병이 병명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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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서 병명에 “환자”라는 단어가 붙어 나(병)환자라는 단어가 사용되

기 시작했고, 이후 한센병으로 바뀌면서 한센병환자라는 단어가 사용되

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센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복잡하다. 영어로는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라고 표현되는 단어의 번역어인 한

센인은 한센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현재

환자인 것과 무관하게 이전에 환자였던 사람들 또는 광의적으로는 이 질

병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이는 현재 환자인 사람과

음성환자, 또는 한센병력자라고도 불리는 치료가 완료됐거나 완치된 사

람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한센인이라는 단어는 한센병환

자와 병력자 모두를 일컫는 말이지만, 한센인 단체에서는 이 단어를 한

센인 가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복잡한 맥락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병명과 마찬가지로 역

사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나환자” 또는 “문둥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특정할 때

는 한센병환자라고 단어를 사용할 것이고, 병에서 치료된 사람들은 음성

나환자, 한센병력자, 또는 완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다만 운동사적으로

한센인 가족 역시 한센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은

별도로 한센인 가족이나 한센인 자녀, 한센병환자 자녀 등으로 부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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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근대적 나병의 등장과 나환자

격리정책의 식민지 이식

제 1절 전근대 의학의 대풍(大風) 지식과 조선사회의

나환자 낙인과 차별

1) 한의학에서 대풍 지식의 발전

근대 이후 나병이라고 불렸고, 최근에는 한센병으로 불리고 있으며, 민간에

서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렸던 이 질병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다.3) 또한 나인(癩人) 또는 대풍인(大風人) 등으로 불렸던 한센병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역시 조선시대에 존재했음을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센병환자에게 나타나는 외모의 극심한 변형이 건강인들에게 위협감을 불러일으

킨다는 더글라스(Mary Douglas: 1966)의 주장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외모

의 변형이라는 이 질병이 가져오는 후유증 또는 장애는 환자들에게 낙인

(stigma)을 부여했을 것이다.4) 그러나 한센병환자에 대한 낙인이 보편적인 것이

3) 조선시대 대풍, 나질 등으로 불렸던 이 질병이 근대의 나병 또는 한센병과 같은 질병

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의사학자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서양에서도 중세유럽의

leprosy가 근대의 leprosy와 같은 질병인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실제

중세 한센병환자의 유골에 대한 연구 결과 leprosy라고 진단되었던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leprosy가 아니라 매독과 같이 피부와 뼈의 손상을 가져오는 다른 질병에 걸

렸음이 드러났다.: González-Garrido, Laura & Lopes, Célia & N Wasterlain, Sofia.

2018, Bone changes in an adult from a medieval mountain population in

north-western Spain (12 th-13 th century): a possible case of leprosy. Leprosy

and the ‘Leper’ Reconsidered: An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in McGill

University.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제주도의 나질(癩疾)의 확산의 묘사는

만성전염병인 한센병의 확산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서양과 동양에서 한센병

에 대한 전통지식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발달되었으며, 근대 의학에서의 한센병의 임

상적 증상과 전통 의학지식의 그것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진단의 어

려움과 별개로, 전통의학의 leprosy와 대풍, 그리고 근대의 나병, 한센병은 같은 질병

이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대풍, 대풍창, 나창 등으로 불렸던 이 질병과 근대의 나병, 한센병을 같은 질병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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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조선시대 한센병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양상은

근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며, 당대의 개인이나 사회에 다른 의미였다는 것 역

시 전통 시기의 기록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한센병환

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근대시기 발생한 것처럼 극단적 형태로 발전되는 것

을 막기 위한 규범과 법이 존재했다. 이러한 차이는 질병에 대한 의학지식뿐만

아니라 질병을 둘러싼 당대의 여러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먼

저 병인론을 중심으로 전통의학에서의 한센병 지식과 그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유준과 갈승철(1960: 21)은 『삼국유사(三國遺事, 1281)』나 『고려사(高麗史,

1451)』,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1236?)』 등의 역사서 및 의서에 등장하는

여질(癘疾), 악병(惡病), 악질(惡疾), 악창(惡瘡)과 같은 병명에 한센병이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유준과 갈승철은 이들 병명이 가리키는 질

병의 증상과 양상이 현대적 의미의 한센병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들

병명으로 당시 질병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질이

나 악병, 악질 등은 일반적으로 치료되기가 매우 어려운 악성 질환이나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명칭들이 반드시 한센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현존하는 자료 중 한반도에서 한센병과 대응하는 질병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의서인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1236?)』이다.5) 한

편 고려 중기 이후인 13~14세기는 『향약구급방』 외에 『삼화자향약방(三和子

鄕藥方)』과 『향약고방(鄕藥古方)』과 같은 여러 의서들이 편찬된 시기이다.

이중 『삼화자향약방』에도 한센병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6) 이를 보

4) 영국의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는 자신의 저서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

r)』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나환자(syphilitic leper)에 대한 비난과 추방은 한센병

(leprosy)이 가져오는 신체의 완전성(integrity of body)의 무너짐에서 비롯된다고 주

장했다. 즉 건강인 신체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피부라고 하는 경계가 한센병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건강인들은 위협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

고 그 위협감, 혐오감은 나환자의 신체를 오염되고 불결한 신체로 정의내리고 도덕적

비난을 가한다.

5) 고려 고종 시기에 편찬된 『향약구급방』의 초간본은 남아있지 않으며 저자 역시 미

상이지만, 중간본(重刊本)이 조선 태종 17년(1418)에 간행되었던 것이 일본 도쿄의 궁

내청(宮內庁) 서릉부(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향약구급방』은 당시 대부분의 약재

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비싸고 사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고려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의서에 병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병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의서가 고려의 질병을 고려의 약재

로 치료하자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아 당시 한반도에 이 질병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병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고려 시대에 한반도에는 한센

병에 대한 의학지식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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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이러한 의서를 편찬하고 의학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층은 한센병에 대

한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당시 고려에도 한센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약구급방』과 『삼화자향약방』 모두 한센병을 대풍(大風)이라는 병명으로

일컫고 있다.

대풍(大風)이라는 병명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한센병을 일컫는 병명이었다.

고려 중기 중국에서 수입한 약재인 당약(唐藥)을 고려에서 산출되는 약재인 향

약(鄕藥)으로 대체하려는 과정 중에 편찬된 의서는 그 약재의 사용에 있어서는

중국과 다른 것을 사용하려 했지만, 의료지식 자체는 중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즉 질병의 명칭, 질병의 증상, 성격, 그리고 병인과 같은 질병과 관련한

지식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이경록, 2014). 중국의 한센병과 관련

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전국시대에 편찬된 『황제내경(黃帝內經)』이라고 알

려져 있다(Leung, 2009: 17). 『황제내경』의 소문(素問)과 영추(靈樞)에 각각

“여풍(癘風)”과 “대풍(大風)”이라는 질병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 명칭들이 묘

사하는 여러 증상들이 한센병과 비슷하다 하여 이후의 의사학자들은 이 두 병

명을 한센병이라고 간주했다. 다른 한편 기원전 4세기부터 3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죽간의 기록에도 “눈썹이 없고, 콧대가 붕괴했으며, 비강이 무너졌고

쉰 목소리를 가진” 환자를 나(癩)라는 병명으로 진단하고 있다(Leung, 2009:

22). 이를 보았을 때 이미 중국에서는 기원전에 한센병이 존재했으며, 다양한

증상들을 여풍, 대풍, 또는 나라는 하나의 질병 범주에 포함시킨 의학지식이 존

재했음을 알 수 있다.7) 이러한 한센병과 관련한 의학지식은 늦어도 고려 중기

이후인 13~14세기 사이에 한반도에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센병에 대한 중국의 의학지식이 수입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의『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33)』의 편찬 과정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기 그 이전에 편찬된 『본조경험방(本朝經驗

方)』이라는 의서에도 한센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8) 체계적인

6) 고려 중반 이후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삼화자향약방』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

만 조선 시기 의서인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1433)』에 여러 차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7) 여풍, 대풍, 그리고 나라는 병명은 초기에 그 차이가 모호했으나, 6세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여풍과 나는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포함하는 질병으로, 반면 대풍

은 조금 더 심각하며 뼈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다가 10세기를 지

나면서 다시 대풍과 나를 통합하려 했고, 11세기에 이르면 대풍과 나는 개념적으로

같은 질병으로 여겨지게 되었다(Leung, 2009).

8) 『본조경험방은』 조선 초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서이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

고 있다. 그러나 『향약집성방』에 자주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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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지식이 분류되고 정리된 것은 『향약집성방』에서였다. 이후 『의방유취

(醫方類聚, 1477)』에도 한센병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향약집성방』은

대풍질(大風疾), 대풍라(大風癩)라는 두 범주로 이 질병을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정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풍질 부분에서는 뼈나 관절이 변형되고 머리

카락과 눈썹이 빠지는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대풍라 부분에서는 흰

비듬이나 옴과 같은 피부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병명에

있어서도 대풍질 부분에서는 대풍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반대로 대풍라

부분에서는 주로 나(癩)와 관련된 명칭이 사용된 것이다. 즉 15세기의 조선의

의학지식은 송대까지의 중국 의학지식의 영향을 받아 한센병을 대풍 계열과 나

(癩) 계열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두 계열의 질병을 하나의 질

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향약집성방』은 이 질병의 특성과

병인은 송대에 편찬된 의서인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992)』에 주로 기대고

있다.

『향약집성방』은 『태평성혜방』을 인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초로 한센

병의 병인에 대해서 논하였다.9) 한센병의 병인론은 다음과 같다.

풍병에는 404가지가 있으나 통틀어 말하면 5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5

풍이 있는데 첫째가 황풍, 둘째가 청풍, 셋째가 적풍, 넷째가 백풍, 다섯째

가 흑풍이다. 사람의 몸에는 8만의 시충(尸蟲)이 있다. 만약 [시충이] 없다

면 몸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 5개의 풍이 작동하면 곧 5종류의 충(蟲)이 

생겨 몸을 해롭게 한다. 황풍은 황충을 만들고 청풍은 청충을 만들며, 적풍

으로는 적충, 백풍으로는 백충, 그리고 흑풍으로는 흑충이 생기는데 이 5개

의 풍은 모두 악풍으로서 몸을 해하기 때문에 질풍(疾風)이라고 한다. 혹 

오장에 들어가면 곧 오장과 어울려서 충이 생기게 되는데 그 충이 몸에 오

랫동안 있으면서 골수까지 들어가 이곳저곳 장애 없이 왔다 갔다 한다. 만

일 벌레가 간을 파먹으면 눈썹이 빠지고 폐를 파먹으면 귀에서 윙윙 소리

가 난다.

『향약집성방』은 한센병의 병인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사악한 기운인 풍

(風)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 외부에 존재하는 풍이 신체 내부로 침입함으로써

한센병이 발생하는데, 몸에 존재하는 충(蟲)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다양한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조경험방 역시 이 질병을 대풍이라고 칭하고 있다.

9) 『향약집성방』의 『태평성혜방』에 대한 의존은 한센병과 관련해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책의 일반적인 특성이다(김종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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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센병의 병인론으로서 이러한 풍론(風論)은 한센병의

원인을 추상적이고 모호한 풍(風)으로 돌림으로써 실제 병인과 치료 사이의 관

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풍(風)이라는 병인이 어

떻게 체내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불과 30여년 후에 편찬된 『의방유취』에는 풍론과는 다른 병인론인

전염(傳染)론이 등장한다. 『의방유취』가 한센병에 관한 내용을 『향약집성

방』과 마찬가지로 제풍문(諸風門)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 병인에 있어

서 기본적으로 풍론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의방유취』는 한센병의 병인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삼인극일병증방론(三因

極一病證方論, 1174)』을 인용하였다. 『삼인극일병증방론』은 『향약집성방』

에 인용된 『태평성혜방』과 같이 송대(宋代)의 의서이지만 180여 년 후에 편찬

된, 당시에는 최신의 의학 정보를 담고 있었다. 약 2세기 가량 뒤에 쓰여진

『삼인극일병증방론』은 한센병의 병인론에 전염을 추가했다.

반드시 모든 원인이 풍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 향락에 빠져 기혈

이 뜨겁게 땀으로 방출되면 사풍(邪風)이 냉습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되

어, 음기와 위기가 서로 충돌하여 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 천금방

(千金方)에 이른바 스스로 어질지 못한 일과 극히 상스러운 짓을 하면, 비

록 뉘우치는 말을 해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경우 그 사정이 좋다 하더라

도, 역시 전염된다. 또한 스스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방정하지 못

할 경우 그러하다. 기혈이 상전되는 것은 전생의 죄로 인한 것이다. 원래 

원인은 모두 불내외인과 외인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삼인극일병증방론』이 인용하고 있는 『천금방』이라는 의서는 『비급천

금요방(備急千金要方)』이 원제이다. 『천금방』은 당대(唐代)의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의사인 손사막(孙思邈)에 의하여 쓰여진 의서로, 한센병의 원인을 다양하

게 제시했다. 즉 풍이라는 병인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행위나 전생의 죄와 같

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병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의방유취』에서 제시한 전

염론은 근대적인 전염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방유취』가 언

급하고 있는 전염이라는 개념은 비도덕적 행위에 뒤따르는 천벌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천벌은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뿐만 아니라 전생의 죄의 결과로

여겨졌다. 달리 말하면 한센병의 전염은 다른 한센병환자의 존재나 행위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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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의방유취』가 조선시기 최초로 한센병의 병인론으로서 전염을 언급했지만,

질병의 전파로서 전염에 대한 논의는 『동의보감(東醫寶鑑, 1610)』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동의보감』은 당대 동아시아의 의학지식을 집대성한 중요한 의서

이며, 동시에 한센병과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하다. 『동의보감』은 중국의 의서

인 『단심(丹心)』, 『득효(得效)』, 『정전(正傳)』, 『입문(入門)』, 『동원(東

垣)』, 『직지(直指)』, 『본초(本草)』, 『집성(集成)』,『영추(靈樞)』, 『내경

(內徑)』, 『제방(諸方)』과 조선 초의 의서인 『의방유취』의 한센병과 관련된

구절들을 취사선택하여 인용하였다. 17세기 초에 편찬된 『동의보감』은 한센병

의 병명, 병인론과 치료법에 있어 18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향약집성방』과

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질병이 『향약집성

방』에는 풍문(風門)에 포함되어 중풍 등의 질병들과 같이 논의되어 있던 반면,

『동의보감』은 잡병편(雜病編)의 제창(諸瘡)에서 이 질병을 논의하고 있다. 이

는 증상에서 큰 차이가 있는 중풍과 대풍 등의 질병을 풍(風)이라는 범주에 묶

어 설명했던 송대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동의보감』에서는 부스럼에나 상

처, 궤양 등을 의미하는 창(瘡) 질병의 증상에 주목하여 인식하려 했던 결과로

보인다. 즉 질병의 병인론으로서 추상적인 풍(風)이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구

체적인 증상으로 이 질병을 바라보려한 인식론적 변화가 질병의 분류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하는 명칭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10세기

경까지의 중국의학의 영향을 받아 대풍라, 대풍질이라는 병명을 사용했던 『향

약집성방』과 비교했을 때 『동의보감』은 창(瘡) 계열의 병명을 주로 사용했

다. 대풍창(大風瘡), 나창(癩瘡)과 같은 병명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창

(瘡) 계열의 병명은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동의보감』은 다양한 이 질병의 명칭을 대풍창이라는 병명 아래에 포함시

켰다. 이후 조선에서는 대풍창이나 나창이라는 창(瘡) 계열의 병명이 주로 사용

됐다. 이 대풍창이라는 병명은 명대(明代)의 이천(李橚)이라는 사람이 지은 『의

학입문(醫學入門)』, 외집 권7(外集·卷七)에 등장한다.10) 그러나 피부의 궤양 증

10) 특이한 것은 『의학입문』에서 대풍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대부분의 의서에서 이 명칭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의보감』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단계심법(丹溪心法)』, 『의학강목(醫學綱目)』, 『의학정전(醫

學正傳)』에서도 이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창 계열의 명칭은 16세기 피부의

무감각이 이 질병을 대표하는 증상이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거의 사용되

지 않았다. 설기(薛己, 1487-1559)의 『여양기요(癘瘍機要, 1528-1529)』와 심지문(沈

之問)의 『해위원수(解圍元藪, 1550)』에는 “대마풍(大麻風)”이라는 피부의 무감각을

드러내는 새로운 병명이 등장한다. 한센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부나 살의 무감각

이 간주되는 경향은 후대로 내려가면서 점차 대중화되었고 중국의학에서도 보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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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의미하는 창(瘡) 계열의 명칭으로 변화가 한센병의 또 다른 증상인 뼈의

변형과 탈모 증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동의보감』은 이러한 증상을

『향약집성방』과 같이 구분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

았다. 『동의보감』은 다음과 같이 이 질병의 증상을 설명한다.11)

5가지 죽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피부가 죽어서 마비되어 감각이 

없는 것이다. 둘째는 살이 죽어서 잘라도 아프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혈이 

죽어서 짓무르고 곪는 것이다. 넷째는 근이 죽어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는 골이 죽어서 콧마루가 무너지고 눈이 보이지 않으며, 입

술이 뒤집어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병인론에 있어 『동의보감』은 기존의 풍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풍론

의 영향은 질병명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병인론에 있어서는 『향약집성방』

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의보감』이 이 질병의 병인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소연자(翛然子, 본명 張繼先)를 인용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북송말 도가의사였던 소연자는 대풍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글은 14세기

에 발간된 『선전외과비방(仙傳外科祕方)』의 치제잡증품(治諸雜證品)에 실렸다

(Leung, 2009). 그는 대풍이 3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3

가지 원인은 첫째, 풍수(風水), 둘째, 전변(轉變), 셋째, 자불조섭(自不調攝)이

다.12) 이 3가지 원인 중 풍수와 자불조섭은 큰 이견이 없지만 두 번째 원인인

전변을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갈승철과 유준(1960)은 전변을 전염

으로 해석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 질병의 전염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전변은 하나의 질병에서 다른 질병으로 변화하거나, 질병이 악화됨을 의미

하는 개념이기도 하며, 전염이라 할지라도 근대적 전염과는 다른 개념이었다.

이 전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설명을 살펴보아야 한다.

분묘가 있었던 터이거나 풍수가 좋지 못하거나, 부모나 부부나 가족에게 전

염되거나, 밖에서 함부로 똥 더미 위에서 잠자리나 옷을 펴고 잤거나, 다리 

위나 나무 밑에서 쉬거나, 운명으로 흉성(凶星)을 만난 것 등이 있다.13)

었다(Leung, 2009: 25-35).

11) 五死者, 一曰皮死, 麻木不仁, 二曰肉死, 割切不痛, 三曰血死, 潰爛成膿, 四曰筋死, 手足

脫落, 五曰骨死, 鼻梁崩塌, 眼斷, 脣翻, 聲啞.

12) 大病之源，有三證五死，一種者水風，二種者傳變，三種者自不調攝 (소연자)

大風之源, 有三種五死. 一種風水, 二種傳變, 三種者, 自不調攝 (동의보감)

13)或有墳墓居址祖宗，父母、夫妻、家人等遞相傳者。或在外不謹，糞坑房室，床鋪衣被，

橋上樹下歇息，去處命值，委死凶星 (소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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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동의보감』은 한센병의 전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

의보감』에서의 전염에 대한 개념은 『의방유취』의 그것에서보다 훨씬 발전되

고 정교화되었지만 근대의 전염에 대한 개념과 비교하면 여전히 모호하고 지금

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한센병의 전염성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은

북송 시기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발전했다(Leung, 2009: 38). 전술한 바와 같이

전근대 시기 중국에서의 전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기의 위반”과 같은

미신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대(隨代)의 소원방(巢元方, 550-630)은 이

질병이 풍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또 다른 원인으로 금기의 위반을

들었다. 병인론으로 이것이 중국 의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위반에 대한 벌이

그 위반을 저지른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혈통 내의 구성원들이

나 후손, 심지어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간다고 믿어진 것이다

(Leung, 2009: 39). 금기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전염된다는 생각은 『의방

유취』에서 언급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면, 『동의보

감』에서는 그 결과가 행위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훨씬 발전된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에서 송대와 원대에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특히

종교 경전에서는 혈통 내 나(癩)의 전파를 결핵(癆)의 전파와 비슷한 것으로 간

주했다(Leung, 2009: 40). 16세기 명대(明代)의 심지문(沈之問)은 이러한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결핵의 고(蠱) 전염설을 가져와 설명하였다. 궁의였던 공정

현(龔廷賢, 1577-1593) 역시 대마풍(大麻風)14)편에서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

하는데, 첫째, 나쁜 풍수, 둘째, 전염 등, 셋째, 빈약한 신체가 그것이다. 공정현

역시 혈통 내에서의 전염과 동시에 여행하는 남성의 부적절한 성행위가 이 질

병이 가족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Leung, 2009: 41).

이러한 한센병과 관련한 전염에 대한 중국 의학의 이론은 풍의 세계관 속에서

충과 고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센병이 선천적 질병이라는 생각

과 다른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성행위를 통한 성병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다른

요인들인 풍수나 천벌 등의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或有墳墓居址風水不吉, 或父母夫妻家人遞相傳染, 或在外不謹糞坑房室床鋪衣被, 橋上樹

下歇息, 去處命値委死凶星 (동의보감)

14) 중국에서는 명대(明代)에 들어서면 한센병을 대마풍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고(蠱)”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이를 저주하는 주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의학에서

는 주술로서 질병을 타인에게 발병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

을 환자에게서 건강인으로 질병이 옮겨 가는 매개체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근대적 전염과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이다.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조선시대 고(蠱)를 통한 한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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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 의학에서 한센병과 관련한 전염이라는 개념은 급성전염병의 경우와

는 다른 풍수나 금기의 위반과 같은 행위의 결과로 혈통 내 또는 인근의 주민

에게 질병이 전파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특히 혈통 내의 전염이라는 관념은

현대의 유전이라는 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개념이었다. 혈통 내 가문의 구

성원 또는 조상이 저지른 금기의 위반 또는 그 결과로서 특정 질병이 혈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인식은 질병이 혈통을 통해 윗 세대에서 다음 세

대로 전달된다는 유전이라는 개념의 미신적, 전통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15) 중국의학의 이러한 한센병의 복잡한 병인론은 『동의보감』등의 의서를

통하여 조선에 전파되었다. 특히 『동의보감』을 통해 조선에 전해진 한센병 지

식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은 조선말까지 이어진다.

전염과 유전,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전통의학에서

의 한센병 병인론은 19세기 후반 서양의사들에 의하여 조선인들은 한센병의 유

전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19세기 말 홍콩에서 활동하던 영국

인 의사이자 한센병 전문가였던 제임스 칸틀리(James Cantlie, 1851-1926)는 영

국의 국립나재단(The National Leprosy Fund)의 의뢰로 중국, 한국, 필리핀, 피

지, 하와이, 사모아, 통가, 버마, 시암,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등 총 20개 지

역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서양의사들과 중요인사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이 지역

의 한센병 상황을 조사했다.16) 이 설문지는 총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질문들 중 각 지역의 주민들이 전염(contagion)설을 믿는지, 유전

(hereditary transmission)설을 믿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17) 이들

설문조사의 결과물은 『Report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Leprosy

Occurs In China, Indo-China, Malaya, The Archipelago, And Oceania:

complied chiefly during 1894』라는 이름의 보고서로 출판되었다. 여기에 실린

Korea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1894년 5월 현재 조선에서 치료에 종사하고 있

던 외국인 의사 4명과 관리 1명은 자신이 겪은 조선의 한센병 상황에 대한 정

보를 제공했다.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본인 의사인 타타시마(Tatashima),

2) 원산(Gensan)에서 근무하고 있던 캐나다 감리회 선교의 하디(R. A. Hardie),

3) 원산에서 근무하고 있던 영국관세무사대리 오이센(J.F. Oiesen)과 미감리회

15) 이렇듯 전통시대 전염과 유전이 분리되지 않는 형태의 한센병의 병인론은 근대 전환

기 서양 의사들이 조선인들은 한센병의 유전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었다.

16) 설문지는 총 383개가 보내졌는데 이중 75개의 응답지가 돌아왔다.

17) 각 지역에서 한센병의 병인론으로서 전염설을 믿는지, 유전설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

이 포함된 것은 당시 국제 한센병학계의 병인론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국

제 한센병학계는 1870년대 초의 한센의 한센병균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르웨

이의 다니엘슨의 유전설과 한센의 전염설이 경합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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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맥길(H. B. McGill), 4) 당시 서울에 있었던 미국 선교의 빈튼(C. C.

Vinton)이 응답을 했다(Cantile, 1897: 318-322).

1890년대 초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이라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의사들과 관리는 조선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한센병

상황에 대해서 일치하는 답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제공한 당시 조선의 한

센병 정보를 종합해 보자면, 당시 한센병은 주로 조선 남부 지방에 유행했으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다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환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칸틀리는 조선의 남부는 세계적으로 한센병 유병율이 매우 높은

일본과 중국의 산동지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도

유병율이 높은 것이 아닐까 추정했다. 당시 부산에 있던 일본인 의사인 타타시

마는 지난 10개월 동안 2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났다고 이야기 하면서, 부산 지

역의 한센병 유병율이 상당히 높다고 증언했다. 한편 병인론과 관련하여 타타시

마는 조선인들은 부모가 한센병환자면 그들의 자식도 한센병환자가 된다고 믿

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는 한센병을 유전병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국관

세세무사 대리인 오이센과 선교의 맥길도 조선에서는 한센병을 유전병으로 믿

고 있으며, 전염설은 거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조선인들

은 한센병이 신이나 악마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잘못된 장소에 부모를 묻는 등

의 관습의 위반의 결과로서 발생한다고 믿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활동

했던 선교의 빈튼 역시 조선인들은 유전설을 믿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접촉이

있는 조선의 엘리트들만이 한센병을 전염병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5명의 외국인이 기록한 1890년대 초 조선인들이 믿고 있는 한센병의 병인론은

『동의보감』의 그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19세기 말의

조선인들은 여전히 『동의보감』의 병인론에 따라 한센병을 혈통 내에서 전염

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풍수 등의 관습의 위반에 의하여 발

생한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혈통 내의 전파라는 전통의학의 전염론은 당시 서

양의사들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유전설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종합하자면 전통의학에서 한센병의 병인론은 조선초 풍론(風論)에서 점차 전

염설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학에서 전염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인 의미와 다른 혈통 내 전파라는 유전이라는 개념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이

러한 모호한 병인론은 전통의학에서 질병의 전파라는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 질병의 확산을 설명하기 위한 합리적

인 설명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통의학에서 한센병의 병인론에서의

18) 조선인이 어떠한 병인론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원주에서 활동하던 선교의

하디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칸틀리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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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리성은 조선 사회의 한센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큰 영향을 끼쳤다.

2) 대풍(창)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 대풍(창) 환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불쾌감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들

은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모욕이나

배제와 같은 차별행위 역시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풍(창) 환자에 대한 일상의 차별이 조선사회에 존재했을 것은 어렵

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 모든 대풍(창) 환자들이 차별을 받았던

것은 아니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환자의 경우 그러한 차별을 경험하지 못하거

나 덜 경험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대풍(창)이 기록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다. 첫째 유형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대풍(창)에 걸린

남편이나 부모를 성심껏 보살핀 부인이나 자식의 미담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서이다. 둘째 유형은 대풍(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인데, 주로 대풍

(창)의 전염성과 관련된 조선 사회의 소동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유형과 관련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3건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

다. 성종(成宗) 3년 1472년에 기록되어 있는 대풍(창)(癩疾)과 관련된 2건의 기

사에는 대풍(창)에 걸린 남편을 잘 보살핀 아내들에게 정문(庭問)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실렸다.19) 또한 중종(中宗) 39년(1544년)의 기사에도 이여(李畬)라는

사람이 대풍(창)(癩疾)에 걸린 어머니를 밤낮으로 간호했다는 내용의 미담이 실

렸다.20)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이러한 미담은 오히려 당시에도 대풍(창)환자

에 대한 조선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기사에서 대풍(창)은 유교적 질서 속에서 남편이나 부모가 외모가

추해지는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최선

을 다해 보살피는 열녀나 효자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사회적 규범은 대풍(창)환자라고 할지라도 가족 내 구성원

을 잘 돌볼 것을 강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담 기사들은 『향약집성방』이 편

찬된 1433년과 『의방유취』가 편찬된 1477년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약집성방』은 대풍(창)을 대풍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설명

하고 있었으며, 『의방유취』는 병인을 설명함에 있어 전염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만, 이 전염은 비도덕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개인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즉 15세기와 16세기는 아직 전염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

19) �成宗實錄� 卷15, 3年 2月 18日; �成宗實錄� 卷15, 3年 2月 29日.

20) �中宗實錄� 卷101, 39年 1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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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가족 내 대풍(창)환자에 대한 차별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인 대풍(창)이 전염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조선사회에 발생한

소동에 대한 기록은 첫 번째 유형의 기록에 비해서 훨씬 많다. 한반도에서 처음

으로 기록된 대풍(창)과 관련된 기사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실록(世宗實錄)」편에 등장한다. 세종 10년(1428년)에 기록된 기사는 제주도에서

벌어진 대풍(창)환자와 관련된 비극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21) 제주 사람의 사

노(私奴)인 일동(一同)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전 남편의 아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대풍(창)(癩疾)에 걸린 딸을 관리가 대풍(창)환자(癩者)를 해안가로 옮기

게 한다는 말을 듣고 바닷가로 데려가 물속에 넣어 죽인 것이었다. 일동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전남편의 딸이 대풍(창)에 걸렸기 때문에 살해했는지는 이 기사

에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전 남

편의 아들 역시 살해했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가 대풍(창)환자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관리가 대풍(창)환자를 일반 마을에서

바닷가로 옮기게 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세종 27년(1445년)에도 제주도에서는

대풍(창)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보고된다.22) 당시 제주도 일대에 대풍(창)

(癩疾)이 유행하자 사람들은 그 전염을 우려하여 대풍(창)환자들을 바닷가로 쫓

아냈는데, 환자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시 제주 안무사(安撫使)였던 기건(奇虔)이 작성하여 조정에 보냈다.23) 세종 10

년의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와 함께 추론하자면, 1428년경부터 제주도에서는 대

풍(창)이 유행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사람들은 환자들을 바닷가로 추방했다. 이

들은 1445년 기건이라는 안무사가 제주도에 부임했을 때에는 어떠한 도움도 받

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제주도 사람은 이 질

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이다(惡其傳染).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 편찬된『향약집성방』은 풍설을, 『의

방유취』는 전염을 언급했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염과는 다른 의미의 개념

이었다. 또한 이후 육지에서 벌어진 대풍(창)과 관련된 미담 기록과 비교하면

제주도에서 대풍(창)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추방은 조선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서에서와 다르게 당시 제주도 사람들은 이 질병

21) �世宗實錄� 卷41, 10年 8月 30日.

22) �世宗實錄� 卷110, 27年 11月 6日.

23) 당시 제주도에서 유행했던 이 질병이 대풍(창)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기건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길지 않은 기간에 대풍(창)이 제주도에 확산된 것처

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만성전염병인 대풍(창)의 특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

나 1428년 제주도에서 사노 일동의 기사에서 이미 대풍(창)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단기간에 확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최소 20여 년에 걸쳐 제주도에 유행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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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에 의하여 건강한 사람들에게 건너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서에서 등장하는 금기의 위반의 결과로 발생하는 전염론과는 다른 의미로 근

대적 전염과 더욱 가깝다. 그리고 대풍(창)이 환자로부터 건강인으로 전염된다

는 인식은 환자에 대한 건강인들의 불쾌감, 혐오감에 전염에 대한 공포를 덧붙

여 낙인과 차별의 형태를 극단화하여 이들을 사회에서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그

러나 이러한 제주에서의 환자에 대한 사회에서의 추방과 대풍(창)이 환자에게서

건강인으로 전염된다는 인식은 제주도를 제외한 조선 사회에서는 16세기까지

기록된 바가 없다. 한편 조선정부 역시 대풍(창)의 전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

기 때문에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610년 『동의보감』이 편찬된 이후 대풍(창)에 대한 인

식은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의보감』에서는 대풍(창)의 다양한 병인론을 제기했는

데, 그 중의 하나가 금기의 위반에 의한 혈통내 전염이다. 대풍(창)의 발병이 금

기의 위반의 결과라는 인식은 『동의보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蠱) 전

염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고, 당대의 사람들은 고(蠱)를 통해서 대풍(창)이

환자로부터 자식,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풍(창)의 병인론과 전염론은 당대의 조선사람들의 대

풍(창)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그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켰다. 『동의보

감』의 대풍(창)에 대한 지식은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 보다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서 사용되

었던 대풍이라는 병명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나질이

라는 병명이 사용되었다. 또한 민간에서는 대풍이나 나질이라는 병명 대신에 룡

병(龍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24) 그러나 『동의보감』이 편찬된 광해군(光海

君) 시대부터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서도 그전에 사용

되었던 나질이라는 병명을 버리고 창계열의 병명인 대풍창과 나창이라는 병명

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았을 때 『동의보감』의 편찬 이후에 조선정부에

서는 『동의보감』에서 사용한 병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의보감』의 대풍(창)의 전염에 대한 지식 역시 사회에 뿌리를 내린

24)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는 다양한 질병명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

기에 나(癩)에 대응하는 조선어로 룡병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룡병은 『17세기 국

어사전』에서는 사라졌다(신동원, 2013). 한편 정조(正祖)의 명을 받고 시의 강명길(康

命吉)이 지은 『제중신편(濟衆新編)』에도 18세기 민간에서 부르던 명칭인 룡병을 소

개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는 지배계급이 사용하던 병명과는 다른 병명을 사용했

다. 룡병이라는 병명은 대풍(창)의 하나의 증상으로서 환자의 얼굴이 붓거나, 얼굴에

결절이 생기는 증상을 묘사한 것을 보인다. 비슷하게 유럽에서는 같은 증상을 leonine

facies라고 불렀는데 이는 사자얼굴을 뜻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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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이 편찬된 1610년 이후 대풍(창)의 전염에 대한 언

급이 정부 문서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광해군 4년(1612년) 대풍(창)이 조선 남부

에서 중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등장한다. 이 보고에 의하면 대풍(창)환자

가 물에 들어가 풍창(風瘡), 즉 대풍창에 의한 궤양을 씻을 경우 전염이 발생한

다고 기록되어 있다.25) 이는 『동의보감』의 대풍(창)의 전염성에 대한 설명을

확장시킨 결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풍(창)의 전염은 고(蠱)로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고는 환자의 상처에서 쏟아져 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

자가 물에 들어가 풍창을 씻으면, 물과 함께 환자의 고가 쏟아져 내리고, 그 쏟

아져 내린 고를 먹은 물고기나 짐승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 대풍(창)에 걸리

게 되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러한 대풍(창)의 전염관에 근거하여 대

풍(창)환자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목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하여 숙종 18년(1685년)에는 대풍(창)환자(大風瘡人)인 가노 이하

령(李夏齡)이 우물에서 목욕하다가 처벌을 받았으며,26) 또한 영조 9년(1733년)에

도 대풍(창)환자인 전 부사(府使) 어필원(魚必遠)이 우물에서 자신의 나창, 즉

궤양을 씻다가 처벌을 받았다.27) 그렇다면 왜 대풍(창)환자는 우물에서 목욕할

수 없는 법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물에서 목욕하다가 처벌받았는가? 심지어 대

풍(창)환자가 공동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은 상당히 엄했는데, 어필원의 경우 그 벌로 사변(徙邊), 즉 국경지역으로 추방

당했다. 어필원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그러한 일이 “매우 추하고 더러우며 독을

옮기는 데 그 뜻이 있었기(事極醜汚, 意在移毒)” 때문이다. 즉 대풍(창)환자가

자신의 몸을 우물에서 씻는 것은 그 자체로 더러운 일이지만, 그 의도는 자신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는 사악한 것이었다. 고(蠱)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경우 자신의 질병은 낫는다는 미신과 결합한 의

학지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법이 만들어진 것이

다. 즉 현재와 같은 전염의 개념에 근거하여 우물에서의 목욕을 금지한 것이 아

니라, 고(蠱)에 의한 전염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는 법을 만

든 것이다.

대풍(창)은 고를 통하여 환자로부터 건강인으로 전염된다고 인식되기도 했지

만, 또한 『동의보감』에 근거하여 금기의 위반의 결과로서 대풍(창)은 혈통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염되기도 한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유교사

25) �光海君� 卷52, 4年 4月 22日.

26) �承政院日記� 肅宗 18年 5月 25日.

27) �英祖實錄� 卷34, 9年 5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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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였던 조선사회를 놀라게 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인조 16년(1638년)에 청주(淸

州)에 사는 박귀금(朴貴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대풍(창)에 걸리자

산에다가 초막을 지어 그곳에 두었고, 결국 불을 질러 그를 죽였다.28) 이는 조

선의 민간에 대풍(창)의 전염에 대한 공포가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질서가 강했던 조선사회에서 아무리 악독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를 산속에다가 버리거나 죽이는 일은 유교적 기본이념인

효(孝)에 어긋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기본 이념을 저버리고 아

버지를 죽이는 천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일반인의 대풍(창)의 공포심이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일이 숙종 11년(1685)에도 벌

어졌다.29) 남원(南原)에 사는 정득춘(鄭得春)이라는 사람은 대풍(창)을 앓다가

죽은 자신의 아버지의 시체를 불로 태웠다. 정득춘 역시 “이전에 거의 없었던

(前古所稀聞)”, “극도로 흉악한(其窮凶極惡)”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추국 후 사형

(正刑) 당했다. 이 두 사건 모두 대풍(창)의 전염을 두려워하여 병에 걸린 자신

의 아버지를 불로 태워죽이거나,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불로 태운 사건이었

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태워 죽이거나, 그 시신을 태웠던 것일까? 정득춘은 심문 중에 “자신

의 아버지 시체를 태워 자손에게 전염을 막고자 했다(燒其屍則不染於子孫)”고

자백했다. 즉 이들은 금기의 위반의 결과로서 대풍(창)에 걸린 환자를 불태우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통하여 자손으로 이 질병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이다.

『동의보감』의 편찬 이후에 조선에서 대풍(창)을 둘러싼 사건들을 살펴보았

을 때, 그 이전과는 대풍(창)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차

이는 당대의 의학지식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풍(창)환자들이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목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환자나 그의 시신을 불태우는

일은 당대의 최신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선사람

들의 나름의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특히 아버지인

환자나 그 시신을 불로 태우는 행위는 유교가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사회에

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며, 혈통 내의 전염에 대한 공포가 아무리 극에

달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였다. 즉 최

신 의학지식에 근거한 전염에 대한 공포는 유교라는 사회적 규범과 이것에 근

거한 법에 의하여 억눌러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의보감』 특유의 전염설

은 고라고 하는 특유의 매개체를 통한 전염 또는 금기의 위반의 결과로서 혈통

28) �仁祖實錄� 卷36, 16年 1月 28日.

29) �肅宗實錄� 卷16, 11年 8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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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염을 의미했기 때문에, 17세기 전염설의 발전과 그 확산에도 불구하고 15

세기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대풍(창)환자에 대한 대규모의 추방과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의 전염설은 세균을 통한 질병의 확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 외부의 환자에 대한 공포심은 부재

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가족 내의 환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 당대의 전염

설에 근거하면 전염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나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15세기

제주도에서 발생한 환자 추방이나 식민지 시기 전국을 뒤덮었던 대규모의 부랑

나환자에 대한 묘사는 조선시기 어떠한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조선에서 한센병에 관련된 기사는 1733년 영조 대의 어필원 사건을 마

지막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한센병은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의하여 재발견되면서 이들에 의하여 조선시대의 한센병에 대한 조

선말기 사람들의 인식과 대응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다.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

들은 조선인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전을 제작하였

다. 대표적인 것은 1880년에 만들어진 한불자전과 1897년에 만들어진 한영자전

이다. 1880년의 한불자전에는 한센병과 관련된 총 4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 4개의 단어는 “나창”, “대풍창”, “문동이”, “어루럭이”이다. 먼저 나창(癩瘡)과

대풍창(大風瘡)은 프랑스어로 lèpre로 번역된다. lèpre는 영어로 leprosy와 대응

하는 단어로 한센병을 의미한다. 1897년의 한영자전은 한센병과 관련된 당시 단

어들과 관련하여 1880년의 한불자전과 비슷하다. 다만 어루러기라는 단어는 여

기서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문동이, 나창(라챵), 대풍창(대풍챵)은 모두 나와 있

다. 먼저 문동이는 한자어로는 大瘋瘡, 영어로는 A leper를 지칭하는 단어로 나

타나 있으며, 나창과 대풍창은 한글로 문동이 영어로는 Leprosy로 번역된다. 이

를 보았을 때, 1897년의 한영자전에서 한글 단어인 문동이는 환자와 질병을 모

두 가리키는 단어였지만 영어로 번역하면서 문동이는 한센병 환자인 Leper로

나창과 대풍창은 질병을 가리키는 Leprosy로 구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조선의 대풍창과 자국의 lèpre와

leprosy를 같은 질병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19세기 제국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확산되는 과정 중에 식

민 지역의 한센병은 유럽인들에게 식민지를 경영하는데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유럽인들은 식민지역의 한센병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했는데, 조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헌은 전술한 제임스 칸틀리의 보고

서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일부 엘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한센병이 유전된다고 믿었다. 특히 세균에 의한 전염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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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한센병환자를 집에 가두거나 모욕하는 등의 차별은 있었을지 몰라도 환자

를 집이나 마을에서 추방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 환자들은 건강인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다. 칸틀리의 설문에 응답한 부산에서 활

동하던 일본인 의사인 타타시마는 조선인들은 한센병이 유전병이라고 믿고 있

으며, 부산 지역에 한센병환자를 위한 병원이나 마을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격

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묘사했다. 원산에서 활동했던 캐나다 의사인

하디와 영국관리인 오이센 역시 조선의 한센병환자들은 격리당하지 않고 일반

인들과 자유롭게 섞여 살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한 서울에서 활동했던 미국 의

사인 빈튼 역시 조선인들은 한센병을 유전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한센병환

자에 대한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족의 일원, 특히

노비(slave)의 경우 거지가 되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고 기록했다. 1894년의 칸틀리 보고서에 등장하는 당시 조선인들의 한센병에 대

한 인식과 환자에 대한 대응은 17세기와 18세기 조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조선인들은 한센병환자의 외모의 변형에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지

만,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당대의 합리성에 따라 이 질병을 이해하고 대응했다.

전통의학에 따르면 한센병은 금기의 위반의 결과로서 혈통에 따라 전염되거나

고라고 하는 물질에 의하여 물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이해되었다. 고로 인한 전

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는 한센병환자가 공동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을 금지

하는 법을 만들었다. 민간에서는 드물게 혈통 내에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인 한센병환자나 그 시신을 불태우는 일을 벌였지만, 이것은 유교적

규범과 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처벌받았다. 조선의 한센병의 전염성에 대한 인식

은 세균에 근거한 근대의 전염성에 대한 개념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환자를 집이나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이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 일은 발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식민지기에 대규모로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부랑나환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19세기 말 외국인들에 의하여 들어온 서양의학지식이나 서양의술 역시

조선사회의 이러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873년 노르웨이 한센

(Gerhard Armauer Hansen, 1841-1912)이 한센병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균설이 확고하게 유전설을 압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은 여전

히 한센병의 전염설을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1884년 5월 5일 한성

순보의 “만국위생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당시 유전설의 힘이 여전히 강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곧 이탈리아에서 만국위생회를 개최한다는 소

개와 함께 위생사업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개의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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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소개하고 있다. 6개의 병인론이란 음식, 공기, 기후, 행위, 유전, 감염이다.

이중 한센병은 유전병에 속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무엇을 유전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있는 병을 그 자손

들이 전해 받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인데 결핵이나 나병 등 몇 가지의 

악질이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사람마다 아는 것이지만 이 밖에 거

개의 병도 역시 유전되는 것이 있다. 

한편 제중원에서 치료를 담당했던 선교의였던 알렌과 헤런(John W. Heron)

은 자신들의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1886)과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Corea)』(1885)에 Leprosy Patients(한센병 환자)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들 서양의사들이 한센병을 피부질환 범

주에 포함을 시켰고, 그 안에서도 인설(squamae)이라는 하위범주에 넣었다는

것이다. 즉 알렌과 헤런은 한센병을 전염병 범주에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피부

병 범주에 포함시킨 것에서 이들에게서도 한센병은 아직 전염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885년의 알렌은 아직 이 질병의 원인이 유전

인지 전염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해 판단했을 때 유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제도적으로도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아 점차 근대적 전염병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신동원, 1997; 이종찬, 2004; 박윤재, 2005), 한센병과 관련

된 만성전염병들은 아직 법적으로도 전염병으로 인식되지 못했다.30) 조선 정부

는 1894년 6월 28일 내무아문 안에 위생국을 설치하면서 서양의학에 기반한 전

염병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기구를 제도화했다. 위생국에서는 두창이나 콜

레라와 같은 급성전염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1899년 제정된 「전염병예

방규칙(내부령 제19호)」에도 정부에서 관리해야할 전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

스, 이질,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두창의 여섯 종류의 급성전염병만을 명시했

다. 근대 초기 조선/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인 위생업무를 시작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염병의 예방에 초점을 두었지만, 한센병이나 결핵과 같은

만성전염병의 예방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1910년 한일병합 이전까지 한센병과 한센병환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30) 이전에 전염이라는 단어는 조선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근대적인 개념이었다(신동원, 201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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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근대 서양의 나병지식의 발전과 격리정책의

발전

1) 나병의 근대적 질병으로의 재구성과 강제격리의 형성

푸코는 자신의 저서 『광기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에서 16세기

와 17세기에 유럽에서 나병이 사라지면서 나환자로 가득 찼던 나요양소

(leprosarium)에 점차 광인들이 수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푸코, 2003). 푸코

는 유럽에서 나환자에 대한 격리와 수용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광인이 대체하

는 과정을 통해서 근대의 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묘사했다. 푸코의 지적

처럼 유럽에서 나병은 중세의 오래된 질병으로 여겨졌다. 또한 중세의 나환자는

마을에서 추방당하여 부랑 생활을 하거나 교회 등에서 마련한 나요양소에 격리

수용되고, 도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중세의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라고 인식되었

다. 푸코는 중세의 나환자 추방 및 격리가 광인들에 대한 추방 및 격리로 변화

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지식들, 생각들 즉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담론이

격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푸코의 주장과 달리 19세

기 서유럽을 제외한 북유럽과 남유럽, 동유럽에서 나환자는 여전히 존재했으며,

특히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는 급증하는 나환자 문제는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등장했다. 또한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각 지

역의 풍토병으로 존재했던 나병은 인종주의적 통치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하

기 시작했다. 나병은 19세기에 들어와 중세적 질병에서 근대적 질병으로 재구성

된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질병으로의 재구성 속에서 나환자에 대한 국가와 사

회의 대응 역시 변화했다.

나병이 근대적 질병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개입했지만, 의

학적으로는 병인론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는 나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되는지와 관련된 병인을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한 증상과

느린 전염성과 오랜 잠복기는 이 질병의 병인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흑사병, 콜레라, 천연두와 같은 급성전염병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많은 사상자

를 내고 사라지는 특성을 갖는 것과는 달리 만성전염병인 나병은 극도로 천천

히 확산되며 오랜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그 감염 경로를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

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병이 전염병인지 혹은 다른 성격의 질병인지에 대한

논란이 19세기에 걸쳐 계속되었다. 근대 유럽에서 나병에 대한 관심은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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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19세기 내내 노르웨이는 나병 연구의 중심에 있었

다.31) 노르웨이 정부는 1836년부터 각 교구장(perish minister)을 통해 나병환자

에 대한 통계를 작성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공중보건문제로서 나병 통제에

필요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나병에 대한 병인론 그리고 임상학

적 증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에게 투자

하기 시작했다. 한편 나병에 대한 연구 병원을 설립이 의회에서 결의되어 1849

년에 베르겐(Bergen)에 나병 연구 센터인 융거가르드(Jungegaard) 병원이 설립

되었고, 나병 연구의 권위자였던 다니엘센(Danielssen)이 첫 번째 외과과장으로

부임되었다(Irgens, 1973: 192).

다니엘센과 그의 동료인 부크(Boeck)는 나병의 병인과 임상적이고 역학적

특징에 대한 논문을 1847년 출판했는데, 이 연구논문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나

병의 병인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들은 역학적 통계자료의 분석에 근거해서 환자

8명 중 1명은 노역이나 나쁜 생활환경과 같은 부수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나병

에 걸리고, 나머지 7명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유럽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독일의 유명한 의사였던 피르호

(Rudolf Virchow)도 유전설을 지지했다. 나병의 병인론으로서 유전설이 지지를

받자, 나병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이들을 위한 요양소

(nursing institute)가 제안되었다(Lie, 1928: 9). 이 요양소는 유전병인 나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환자의 성적인 고립을 위한 장소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를 위

하여 나병환자와 그들의 자녀들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 위원회

의 보고서가 노르웨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이어졌지

만 의회는 이 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모든 의사들이 다니엘센의 유

전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 보건 책임자였던 홈센(H. Holmsen)은 나

병의 병인으로서 독기(miasmas)를 제시했고, 요르트(J. J. Hjort)는 나병은 다양

한 요인들과 결합한 퇴행성 상태이며, 주로 삶의 가혹한 신체적 상태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870년대 초까지 유전설이 우세한 가운데 다양한 학설이

대두되고 있었다(Irgens, 1973: 193).

다양한 나병의 병인을 정리한 것은 한센(Gehard Henrik Armauer Hansen)

이었다. 한센은 1869년 첫 번째 나병 논문에서 나병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한 퇴

31) 노르웨이에서 나병에 대한 관심은 1814년 노르웨이의 독립선언과 함께 발전하고 있

던 민족주의의 결과였다. 노르웨이 민족주의의 부흥과 더불어 노르웨이적인 것에 대

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그 결과 노르웨이의 시골 마을, 특히 소작농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발전했다. 노르웨이의 농촌과 그곳의 가난한 소작농에 대한 연구 결과 노르웨

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나병은 만성질환

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르웨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다

(Irgen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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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상태가 아닌 질병분류학적으로 독립체(nosological entity)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1874년의 논문에서 한센은 자신이 환자의 나결절에서 박테리아를 발견

(1873)했으며 이는 나병이 전염병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나병이 전염병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근거는 역학

적 자료였다. 이 논문으로 한센은 노르웨이에 나병 연구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

극했고, 1875년 나병 의료 총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for leprosy)에 임명되

었다. 그는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나병환자를 병원에 격리시키는 지역에서 나병

신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Irgens, 1973: 194). 이러한 역학적 특

성을 근거로 한센은 나병환자를 격리시키는 보건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

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1877년 “가난한 나병환자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

(Act for the Maintenance of Poor Lepers, etc)”이 통과되었다. 노르웨이는 전

통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역 공동체에서 일자리를 제

공해주는 등 보살피는 제도가 있었는데, 나병환자를 이 제도에서 배제시킨 것이

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나병환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건강인 노동자와 작업을 같이 해야했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나병환자는 자신의 농장이나 집에서만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건강인에게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립할 수 없는 나병환자들은 나병 격리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거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이후 1885년에 “나병환자 등을 고립 시키는 법(Act of the Isolation of

Lepers, etc)”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1877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안으로 모

든 나병환자는 자신의 집에서 분리된 방에 머무르며 스스로 격리시킬 수 없다

면 병원에 입원하도록 강제했다. 이 법안은 이전의 법안과는 달리 시민의 자유

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통과되었다(Lie, 1928: 10). 이렇듯 노르웨이에서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이 질병이 불러일으키는 불쾌감이나 불안감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병인론

으로서 전염설이 공식적인 의학지식으로 인정받게 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전통적인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나병은 가난한 농민의 질병으로 인식되었으며, 나병에 대한 극단적인 형태의 낙

인과 차별, 그리고 추방이나 격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병환자

에 대한 강제격리는 근대에 들어와 세균설에 근거하여 국가의 인구관리에 필요

한 공중보건학적 필요성에 의하여 고안되었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의 강제격리는 다른 지역에서의 그것과는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첫째, 격리시설은 접근이 어려운 외딴 섬과 같은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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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는 것이 아닌 베르겐이라는 대도시 내부에 위치했다. 외딴 지역에 고립

된 장소에 위치한 격리시설에서와 달리 노르웨이에서의 격리시설에서 환자들은

자유롭지는 않지만 외출과 외박이 가능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제격리법이 있

었지만 실제로 강제격리가 집행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Lie, 1933). 자

신의 집에 스스로를 고립시킬 공간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환자의 경우 격리

시설로 입소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강제격리하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모든 나병환자들을 격리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도

아니었다(Lie, 1933).

한편 노르웨이에서 세균의 발견에 근거한 강제격리 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

르웨이에서의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중세 유럽의 기독교 전통의 나병환

자에 대한 낙인과 추방과는 다른 것이었다. 19세기 식민지에서 이루어졌던 토착

민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역시 그러한 기독교 전통의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근대적인 인종주의적 현상이었다(Gussow, 1989). 19세기 수많은 유럽인

들이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레일리아 등의 지역으로 이주하

거나 무역을 하기 위하여 이동했다. 이들 유럽인들은 위생적이며 문명적인 유럽

과 비위생적이며 야만적인 식민지라는 이분법적이고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피식

민지인들을 바라보았다. 인도와 같은 곳에서는 콜레라 등의 열대질병에 의하여

영국군을 비롯한 많은 백인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전염병의 이동으로 더 큰 피

해를 본 것은 토착민들 특히 아메리카나 태평양의 섬에 있던 토착민들이었다.

백인들은 식민지의 풍토병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져온 매독이나 천연두

와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토착민들의 열등한 신체와 문화를 비웃었다

(Love, 2004).

이러한 인종주의적 시각은 나병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에서 나병은 매우 오래된 풍토병이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서는 낯선 질병이었다. 아메리카에 나병을 가져온 것은 백인 이주자들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백인 이주자들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 중

나병환자들이 섞여 있었다. 미국 남부 지역, 특히 루이지애나 주에 거주했던 백

인들에게 나병은 신체적으로 열등한 흑인들의 질병으로 인식되었다(Gussow,

1989). 18세기 스페인이 통치하던 루이지애나 주에서 스페인 의사들은 아프리카

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 중 나병에 걸린 사례들을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1776

년 스페인 총독인 울로아(Antonio de Ulloa)는 도시 바깥으로 모든 나병환자들

을 추방하려고 했으나 여러 이유에서 실패했다(Herman, 2001). 이 시기 유명한

남부의 정치인이자 의사인 러쉬(Rush)는 나병의 여러 증상들이 흑인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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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Edmond, 2006). 즉 백인들에게 나병은 열등한 흑

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나병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노예의 이동에 비롯된 것이

었지만, 다른 식민지에서 나병은 중국인 등 아시아계 노동자들의 이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와이의 경우 하와이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가져온 매독 등 성병, 결

핵,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간염, 소아마비 등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하와이의

인구는 급감했다(Dye, 1994). 이러한 토착민의 인구 감소는 하와이만의 현상은

아니었으며 유럽인들이 이주해온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일

이었다. 그러나 백인 유럽인들은 하와이의 인구 급감의 원인을 그들의 무분별한

성행위, 폭음, 유아살해, 열등한 신체조건 등으로 돌렸다(Love, 2004). 그러나 이

들 질병과 달리 나병은 플랜테이션 농장에 필요한 중국인 등 아시아계 노동자

들에 의하여 하와이에 건너왔다. 당시 중국 남부는 전세계적으로 나병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다. 이후 일본인 노동자들이 하와이로 건너왔는데

일본 역시 중국 남부와 사정이 비슷했다. 아시아계 노동자 사이에 만연했던 나

병은 백인 지주들에게 노동력 저하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백인 지주들

은 하와이 왕국의 왕에게 나병환자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고, 그 결과 하와이 의

회는 1865년 1월 3일 나병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 나병환자를 강제 종생격리하

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1866년 1월 6일부터 하와이의 몰로카이

(Moroka‘i) 섬에 위치한 칼라우파파(Kalaupapa)에 나병환자들이 강제격리되게

되었다. 건강하지 못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격리시키는 법은 별다른 저항 없

이 통과되었다(Worth, 1996).

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지였던 케이프(Cape)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케이프 지역에 이주했던 유럽 백인들은 토착민

에게 유행하는 나병을 발견하였고, 미국의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병을 흑인들

의 비위생적이고 비정상적인 특성에서 온 것이라는 인종주의적 시각으로 인식

했다. 이들은 케이프타운(Capetown) 건너편에 있는 로벤섬(Robben Island)에

나병환자를 격리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1870년대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건너

오면서 나병 문제는 심각해졌다. 케이프는 나병환자를 강제격리시키는 법을 통

과시켰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벌어졌다. 이와 같이 토착

민의 특성과 나병의 특성을 연결시켜 사고하는 백인들의 인종주의적 해석은 19

세기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아직 한센이 나균을 발견한

1873년 이전에 이미 유럽인들이 이주한 식민지역 중 일부에서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직 나병의 병인이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

았기 때문에 나병의 전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확신도 없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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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 정착민들은 나병환자를 강제격리시켰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종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나균이 발견되기 전 세균설에 의한 전염

론은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병의 전염성에 대한 인식은 희미하

게나마 존재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동부의 뉴 브룬스윅(New Brunswick)의 프랑스계 공동체

에 1840년대 나병이 유행했을 때 뉴 브룬스윅 정부와 의사들은 이 질병이 전염

병이라는데 동의했다(Hamilton, 2005: 76). 뉴 브룬스윅의 나병환자는 강제격리

당했는데, 이는 인종주의적인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영국계 공동체

뿐만 아니라 퀘벡의 프랑스계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지역의 프랑스계 공동체인

아카디안(Acadian)은 인종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다. 즉 아직 나병의 전

염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종적으로 뒤떨어지다고 여겨

지는 집단의 경우, 그 가능성만으로도 격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백인의 시각에

서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아시아의 황인들은 열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매우 낮은

가능성일지라도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질병에 걸린 집단은 격리시키는 편이 백

인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것으로 여겨졌다(Edmond, 2006).

한편 19세기 미국에 건너간 노르웨이인들 중 상당수의 나병환자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노르웨이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은 발생하지 않

았으며, 이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병균이 발

견되고 노르웨이의 나병 유병율이 높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노르웨이 이민자 공동체에서 있는 나병환자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나 격리

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균조차도 인종주의적으로 인식되는 당시의 분위

기를 보여준다(Gussow, 1989).

이상과 같이 1873년 한센이 나균을 발견하고 1877년에 노르웨이에서 나병환

자의 격리를 위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미국, 하와이, 케이프, 오스트레일리

아, 그리고 캐나다 지역에서 나환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 나

병환자에 대한 격리는 인종주의적인 것이었다. 즉 아직 나병의 병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나병에 걸린 유색인종 환

자들은 쉽게 강제격리 당한 것이다. 나병은 열등한 유색인종의 영혼과 신체를

상징하는 질병으로 여겨졌다(Gussow, 1989).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 열등한

유색인종에게만 발병되는 것으로 백인들에게 믿어졌던 나병은 점차 백인들에게

도 발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40년대 캐나다의 뉴 브룬스윅에서 벌어진 나

병 유행은 유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1889년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다미

안 신부의 죽음은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유럽인들은 식민지에서 유럽

으로 곧 나병이 몰아닥칠지도 모른다는 악몽에 시달렸으며, 때문에 식민지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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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문제는 곧 유럽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영국 성공회의 교구목사였던 라이트

(Henry Press Wright)가 1889년 쓴 『나병, 제국의 위험(Leprosy, Imperial

Danger)』은 이러한 유럽인들의 공포를 담고 있다. 라이트는 이 책에서 대영제

국이 나병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나병환

자들을 격리시키고, 이민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 과학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강제격리정책의 국제적 승인

전술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와 식민지에서 나병환자에 대한 관심은 근대국

민국가 형성 과정과 식민지 지배 과정 중에 자신의 국민과 식민지인의 보건정

책 및 제도의 수립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구쏘(Gussow, 1989)가 지적했던 것

처럼 19세기의 나병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그리고 강제격리는 중세의 종교적

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19세기의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한편으로는

세균의 발견에 근거한 전염설이라는 과학적 이론에 기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에서의 인종주의에 기대어 형성된 것이다.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힘을 얻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균설과 강제

격리법이 전세계적으로 승인받는 제1차 국제나회의(the 1st International

Leprosy Congress)가 1897년 베를린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189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나회의는 나병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곳에서 전세계의

과학자들과 정부관리들이 모여 나병이 세균에 의하여 발병하는 전염병임이 공

식적으로 확인되었고, 나병 관리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밖에 없다는 것이 결의되었다. 제1차 국제나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전세계

수많은 나병환자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 결과 일본이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

리정책을 채택했고, 곧이어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도 나병환자들이 강제격리되

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제1차 국제나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이 세균이라는

발견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따른 세균론의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나 제1차 국제나회의는 상당히 복잡한 인종주의적 국제과학정치의 결과로 탄생

하였다(Pandya, 2003; Leung, 2009). 국제나회의의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

요 인물 중에 하나인 프랑스 의학자이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Madeira)의

푼샬(Funchal)의 나요양소 원장이었던 골드슈미트(Jules Goldschmidt)는 1894년

전세계의 나병 상황을 조사한 결과 특히 아시아에서의 나병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나병 위기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였고, 쿨리는

문명화되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인 이민 배제는 정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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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Goldschmidt, 1894: 197-199). 그는 인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며 인

도의 나병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모든 나병환자와 그들의 가족 역시

강제격리를 시키거나 이동을 제한시켜야 하고 모든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지역의 철저한 나병 통제를 통

해서만 유럽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나병 학자인 애쉬미드(Albert Ashmead) 역시 노르웨이, 일본, 중국,

하와이의 나병이 미국 본토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나병 방역선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Pandya, 2003). 골드슈미트와 애쉬미드는 모임을 갖고 모든 국가들

이 모여서 나병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한센에게 편지를 써 국제회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한센

은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

다고 답변했다. 골드슈미트는 처음에 이 회의의 이름을 “완전한 나병 통제를 고

민하는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for Considering the Entire

Suppression of Leprosy)”라고 붙였다. 그는 전세계적인 반-나병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각 문명국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영구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목표로 삼

고 이 회의의 개최를 준비했다. 애쉬미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병을 억누르고 예방하는 것은 격리이라는 수단에 의해 이것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동의에 의하여 강압적이고 

완벽한 격리를 성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필수적인 정책이 어디서든 엄격

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격리가 수반되는 모든 결과들, 모든 의무와 노

력들과 함께 격리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란다(Ashmead, 1897).

애쉬미드는 더 나아가 미국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미국

영사관에서 의료관리에 의해 나병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에 들어와서도 당국에 의해 7년 동안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없고, 나병에 걸린 이민자는 즉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노르웨이인인 한센은 애쉬미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

다. 당시 가난한 국가였던 노르웨이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

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노르웨이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애쉬미드와 한센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결국 애쉬미드는 제1차 국제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골드슈

미트와 애쉬미드는 나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까지 모두 포함한 국제회

의가 개최되어야만 모든 국가가 철저한 강제격리정책을 실행할 것이라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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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ya, 2003). 초대장은 각국 정부와 나병전문가들에게 보내졌는데 이 초대장

에는 한센, 코흐(Robert Koch), 그리고 독일 피부학자인 라사르(Osca Lassar)가

서명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국제나회의에는 거의 180명에 달하는 나병학

자, 피부학자 그리고 과학자들과, 30여 명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독일의 유

명한 의학자인 피르호(Rudolf Virchow)가 이 회의의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그는

세균론의 승리를 선언했다(Pandya, 2003). 그러나 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노르웨이의 한센이었다. 한센은 노르웨이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노

르웨이는 세균설에 근거한 강제격리 모델을 도입하여 나병의 확산을 막고 나병

환자의 수를 크게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노르웨이에서는 20세기 초

나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노르웨이의 경험을 받아들

여야만 나병을 빨리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차 국제나회의에

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resolutions)이 채택되었다(Muir, 1937).

1. 나병의 진원지이거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국가에서는 고립(isolation)

이 나병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수단이다. 

2. 노르웨이에서 실행되었던 강제 등록, 감시 그리고 고립 제도는 독립된 

정부와 충분한 수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된다. 

3. 각 국가의 법당국은 의료 당국과의 협의 하에 자신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 적용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189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국

제나회의는 나균이라는 과학적인 발견에 근거한 세균설을 승인하고 합리적인

예방정책으로서 격리정책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병 전문가들이 갖

고 있는 인종주의적 시각에 의해서 식민지의 나병환자 통제를 통하여 유럽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 국제나회의의

의도와 결의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의 피부학자인 아브라함(Phineas

Abraham)은 나병이 전염병이 맞지만 병인론에 대한 지식은 아직 완벽하지 않

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정책이 그러한 지식에 교조적으로 근거하는 것

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Abraham, 1897).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영제국의 식민지

에서 그동안 실행되었던 여러 강제격리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사실에 근

거한 것이었다. 케이프(Cape)에서의 강제격리 정책은 나병환자와 그들 가족들이

나병을 은폐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더 큰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영제국

의 입장에서 인도에서의 나병환자에 대한 격리는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았

다. 왜냐하면 광활한 크기의 인도에서 수만에 달할지도 모르는 나병환자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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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격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서 다미안의 죽음

이후 1889년 ‘나병환자 법안(Leper Bill)’이 제정된 영제국의 일부 지역에서 나요

양소를 설립했을 때, 이 지역의 정부는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렸다. 또한 선교사

들은 인도가 나병환자에 대해 무감각하지만 실제로 환자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은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896년 홍콩으로부터 인도로 흑

사병이 건너왔을 때, 식민당국의 강제 수색과 고립 정책이 인도 사회로부터 심

각한 수준의 정치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했다. 특히 1890년대에 영제국

의 가장 큰 위협은 나병이 아니라 흑사병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나병환

자에 대한 강제격리법을 반대했고, 영국과 인도의 식민지 정부 역시 강제격리법

을 채택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지역 보건위원회가 나병환자에 대한 자발적 고

립을 권고하는 방식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Pandya, 2003).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과 인도 정부는 제1차 국제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

하는 유명한 피부학자인 베니에(Ernest Besnier) 역시 나병이 전염병임은 인정

하지만 그 전염성은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나병은 위협적이

지 않으며, 법적으로 시민인 나병환자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았

고, 나병환자를 일반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Besnier,

1897).

이상과 같이 모든 학자들이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를 지지하는 것은 아

니었다. 나병이 나병균이라는 세균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

것의 전염성은 매우 약하고, 여러 사회문화적 환경과 환자의 면역력과도 관계되

어 있는 영양상태와 같은 것들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과 프랑

스의 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행했던 인종주의적 태도는 과학자들

과 정부관리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가 제1차 국제나회의였다. 이러한 관

점에서 제1차 국제나회의에서 피르호가 선언했던 세균설의 승리는 실제로는 인

종주의적 세균설의 승리였으며, 그 결과는 식민지에서의 강제격리정책의 확산이

었다.

1897년 제1차 국제나회의는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이후 국제나회의는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한센병 연구와 관리정책 등에 대하여 중요한 논의와 결정

들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한센병 치료 및 관리 방식의 발전은 초기부터 국제적

인 공조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이루어진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로 형성된 국가 및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전염

병의 문제를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

지를 개척하고 관리해야 하는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있어서 식민지에서 유

행하는 여러 풍토병의 관리는 식민지 관리뿐만 아니라 본국의 보건 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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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1897년 제1차 국제나회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국제나회의는 주기적으로 여러 국가들을 돌아가면서 개최되었

다. 한센병 치료, 연구, 관리와 관련한 모든 안건들이 각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

되었고, 이곳에서 결정된 권고들은 한센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들에

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특히 제1차 국제나회의에서 권고되었던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권고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강제격리정책을 받아들이고 관련법

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 회의에는 당시 독일에서 코흐 밑에서 연구하던 세계

적인 이론인 세균학자인 기타사토 시바사브로(北里紫三郞)이 참석했다. 또한 일

본인 피부학자인 토히 게이조(土肥慶藏)이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들은 이 회

의에서 인종주의적 세균설과 강제격리정책을 받아들이고 일본에 소개했다

(editorial, 1998).

한편 의료지식과 보건정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전문학술단체와 학술지도 만

들어지기 시작했다. 1900년에는 나병학자인 엘러스(Edward L. Ehlers) 주도로

나병 학술지인 LEPRA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학술지는 1915년 휴간되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Wade, 1933: 1). 그러다가 1931년 1월 마닐라에서 열린 레

오나르드 우드 메모리얼(Leonard Wood Memorial, 이하 LWM) 회의에 참석한

나병 전문가들에 의하여 국제나협회(International Leprosy Association)가 설립

되었다. 이 협회의 설립 제안은 당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대학(the University

of Philippines)에서 병리학 교수였던 웨이드(H.W. Wade)와 우드(Leonard

Wood) 장군의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웨이드와 우드는 미국의 정치인과 사

업가, 자선단체를 설득하여 나병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 1925년 “American

Committee for the Eradication of Leprosy”를 설립하였고, 이 위원회는 곧

LWM으로 바뀌게 된다. LWM은 1928년 웨이드 박사를 소장으로 한 근대적인

나병 연구소를 필리핀 세부에 설립했다. 웨이드 박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는데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

각에서 국제 전문학술단체와 학술지를 만들었다. 웨이드는 LWM의 지원을 받

아 국제나협회를 만들고, 1933년에 국제나병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를 만들었다. 국제나협회의 목표는 나병에 종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를 장려하는데 있으며, 또한 나병과 나병 통

제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고, 전세계에 걸친 반-나병 캠패인을 실질적인 방법

으로 지원하며, 나병에 대한 과학적 학술지를 출판하는 것이었다(Cochrane,

1933: 94-98). 초대 회장에는 필리핀 보건부 장관이었던 하이저(Victor G.

Heiser)가 추대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저명한 나병 학자였던 코크레인(Robert G.

Cochrane)이 임명되었다. 국제나협회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회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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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서부 지부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회원들로 구성되는 동부 지부로 구성

되었는데, 동부 지부에는 일본의 나병학자들이 참여했다. 동부 지부의 초대 회

장에는 인도 켈커타의 유명한 나병 학자인 뮤어(Earnt Muir)가 부회장에는 일

본의 저명한 나병 학자인 미츠다(光田健輔)가 추대되었다. 한편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편집위원회가 1932년 구성되었는데 주 구성원은 아시아 지

역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이었다. 웨이드 박사가 편집장을 맡았고, 당시 상하이에

있던 나병학자인 맥스웰(James Maxwell)과 노르웨이의 리에(H. P. Lie) 부편집

장을, 필리핀 쿨리온(Culion)에 있던 라라(C. B. Lara)가 조편집장을 맡았다. 편

집위원에는 영국의 로저스(Leonard Rogers), 국제연합(League of Nations)의 버

넷(E. Burnet), 네델란드영 서인도의 란젠(C. De Langen) 그리고 일본의 토호쿠

오타(太田正雄)가 임명되었다. 국제나협회의 창설과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의 창간에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은 강제격리법이 있던 미국인들이었고,

참여자들 중 다수 역시 강제격리법이 있던 국가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강제격

리에 대한 비판을 주장하는 논문이 가끔 학회지에 실렸지만, 학회지의 논조는

1940년대 까지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에 대해 큰 비판의식을 보이지 않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은 현재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and other Mycobacterial diseases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나병 연구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3) 반강제격리주의 흐름과 발전

한센의 나균 발견은 전유럽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전염설을

받아들이고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모든 유럽 국가

들이 강제격리 정책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와 붙어 있는 스웨덴 역시

나병 환자가 상당수 존재했으나 강제격리정책은 실시하지 않았다(Reenstierna,

1945). 한편 한센의 전염설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영국이었다. 노르웨이가 자

국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퍼져 있던 나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과 다르

게, 영국에서는 이미 나병이 사라진 상태였고, 대신 식민지나 영국 이민자들이

건너간 지역에서의 나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갔다(editorial, 1998). 케러비

언에 위치해 있는 영국 식민지였던 바베이도스(Barbados)의 식민장관은 1862년

그곳에 나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본국에 제출했다(editorial, 1998). 이에 런던의 왕립외과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서인도제도와 다른 영국 식민지의 의

료 관리들에게 나병과 관련한 설문지를 배포했다. 1년 동안 25%만 회수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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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대다수는 나병의 전염성을 지지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1867년에 완

성된 이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나병은 체질질환이며 일반적인 건강의 불건전

한 상태 또는 부패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때문에 “환자의 일

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그들의 신체적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의 이러한 결론은 서인도 및 기타 식민지의

일부에서 만들어졌던 나병환자의 강제격리법의 폐지로 이어졌다.

나병의 전염성을 부인하는 영국의 왕립외과협회의 입장은 1873년 한센의

나균 발견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전염주의

적 입장이 영국 정부와 인도 식민지 고위 관료집단에게도 퍼져 있었다는 것이

었다. 특히 콜레라와 같은 급성전염병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인도 식민지 관료들

에게 나병의 느린 전염속도와 장기간의 잠복기 등의 특징들은 전염병과는 거리

가 멀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병의 전염론은 계속해서 영국에 영향을 주었고, 특

히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나병수용소에서 일하던 다미안 신부가 나병으로 사망

하자 영국 대중은 나병의 전염에 대해 공포심을 갖기 시작했다(Worboy, 1993:

512). 나병이 신체적, 문화적으로 열등한 지역의 토착민들에게만 발생하는 질병

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인

들에게 1889년 다미안 신부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즉 다미안 신부의 죽음은 나

병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발병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고, 콜레라나 다른 급

성전염병처럼 인구의 이동을 따라 나병이 영국이나 유럽으로 건너올 수도 있다

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백인들에게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질병이 유전병

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영국은 나병에 대한 공포에 휩

싸였고 나병은 ‘제국의 위협(Imperial Danger)’으로 여겨졌다(Wright, 1889). 그

러나 영국의 위생론자들은 세균설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1890년

부터 1891년 사이에 인도를 현지 조사한 인도 나병 위원회(Indian Leprosy

Commission)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든 근대적

당국들은 나병이 ‘감염성(infectious)’ 질병이며 나균에 의하여 생긴다는 것에 동

의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한 것은 나병이 ‘전염성(contagious)’이느냐의 문제이

다. 과학적으로 나병은 세균학적 질병이지만 이것의 전염성은 결핵보다 크지 않

다.” 이 위원회는 유해한 자연환경과 위생 요인의 결합이 나병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susceptibility)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나병은 위생적

요인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획득하는 경향의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이 위원회는 인도정부에게 나병의 전염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격리나

환자의 결혼금지 등의 법을 만들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한 보고서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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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영국과 인도정부는 강제격리법을 채택하지 않았다(Report of the

Leprosy Commission, 1893: 289).

이러한 영국의 세균설과 강제격리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전술한 바

와 같이 제1차 국제나회의의 불참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은 처음

부터 노르웨이, 미국, 그리고 독일 주도의 국제 한센병 네트워크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병인론으로서 세균설이 너무 단

순하고 세균의 역할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세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은 전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센병 통제는 매우 중요한 사업

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1923년

에 영제국한센병구제협회(the British Empire Leprosy Relief Association, 이하

BELRA)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영제국에서 한센병을 종식시키려는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인도정부, 식민지와 피보호국, 선교단체들뿐 아니라 상업회사와

각국의 피식민지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민간인들이 중심이었던 국제나협회와는 다르게 BELRA는 정부인사들을 주축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원인(patron)에 영국 왕세자(Prince of Wales)가, 부회장

에는 외무부 장관, 식민 장관, 인도 장관, 인도 총독(Viceroy of India), 캐나다

총독(Governor-General of Canada), 남아프리카 총독(Governor-General of

South Africa), 뉴질랜드 총독(Governor-General of New Zealand)가 당연직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단체의 위원회 역시 작위를 가진 귀족들이 중심으로 만

들어졌다. BELRA는 1928년 인도, 나이지리아, 골드코스트, 시에라리온, 우간다,

말타, 바바도스, 영국령 기아나에 각 지부가 있었으며, 지부의 수는 점차 증가하

는 추세였다. BELRA 역시 한센병 치료 및 보건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한센병전

문학술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1928년 Leprosy Note라는 이름의 학술지를

출간하였다(Leprosy Note, 1928: 1-3). BELRA는 기존의 국제나회의의 세균설

과 강제격리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으며 또한 선교사들의 사업에도 비판적

이었다. 이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센병 통제를 위한 공중보건모델을

만들기를 원했다. BELRA의 명예의료국장(Hon. Medical Secretary)이었던 로저

스(Sir Leonard Rogers)는 자신의 저서 Leprosy in India (1934)에서 이 단체의

사업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손의 의하여 나병환자를 돌보

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사업조직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다시 조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나은 서비스는 환자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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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하

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ELRA는 대풍자유에

의한 치료에 의하여 초기 단계의 한센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32) 한센병

선교단체들은 한센병환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치료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강제격리를 하고 있지

만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었다. 이러한 시각은 BELRA의 시각과 대변하는 것이었다. 한센병의 초기 단계

에서는 전염성이 낮으며, 이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만 완치 확률이 높아지기 때

문에, 한센병사업은 초기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프리카

와 아시아 식민지의 사례에 비추어 강제격리 정책은 한센병환자의 거부감을 낳

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환자를 발견하기 힘들며 그 결과 환자는 낫기 힘들 정

도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다. 이러한 중증의 환자들을 강제수용하는 데에

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센병 통제정책에 악영향을 끼친

다(Leprosy Note, 1928: 6).

이렇듯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을 둘러싸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반

강제격리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제격리파 사이에 경합이 지속되었다. 논쟁

의 기저에는 질병의 전파와 발병 그리고 완치에 있어서의 세균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다. 강제격리파의 경우 질병의 전파와 발병에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보다 세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완치의 기준 역시 다른 기준보

다는 세균의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균의 매개체인 환자를 모두

격리해야만 추가적인 전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세균이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

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이 될 경우 추가적인 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은 완치의 기준을 체내에서 완전히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삼았다. 이

러한 기준은 퇴원자의 수를 극히 적게 만들었고, 환자의 종생격리로 이어졌다.

환자의 종생격리는 초기 한센병환자들에게 공포를 자아냈고, 때문에 이들은 자

신의 증상을 자각하더라도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감추게 된다.

한센병환자의 외모의 변형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병의 진행을 알아차리는 시기

에 이르면 이미 상당히 한센병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강제격리를 하

32) 세균학자 입장에서 질병의 완치는 신체 내에서 어떠한 병균도 발견되지 않는 상

태를 의미한다. 반면 위생론자들에게 완치란 병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발병하

기 이전의 신체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한센병환자의 강제격리 뿐만 아니라 한센병 통제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쟁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다른 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 59 -

더라도 이미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이들을 평생 격리하고 치료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비용의 문제는 강제격리정책의 치명적인 단

점이다. 수백, 수천의 한센병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

하며, 그들에게 의식주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게 된다. 또한 전염을 막기 위한 강제격리는 오히려 환자가 병을 숨기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도 한다(Leprosy Note, 1928: 6). 반면 반강제격리파는 강제격리라는 제도가 만

들어내는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들

에게 있어서 한센병 사업의 핵심은 초기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있으며, 한센병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차별, 그리고 한센병환자의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야만 이러한 사업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반강제격리파는

대형 시설보다는 진료소를 선호했으며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보다 외래환자로

취급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러한 방식이 더 많은 초기 환자를 불러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BELRA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영국 식민지에서 상당한 효

과를 보았다(Rogers, 1942: 87).

강제격리정책이라는 한센병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

었지만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보

다는 이러한 국제회의나 국제기구, 국제 선교단체들 그리고 국제학술단체와 학

술지를 통해서 전세계 한센병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 전세계의 한센병 치료 및 관리정책에 대한 지식들이 교류되었고, 외딴 곳에

위치한 한센병시설이나 한센병마을과 같은 곳에서도 최신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영제국 내에서는 한센병 사업에 필요한 재원 역시 BELRA를 통해

서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며, 영제국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TLM을 통하

여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조밀하게 짜져 있는 전세계의 한센병

네트워크 덕분에 지역의 한센병시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 수용소는 다

른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환자 관리 방법을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한센병 네트워크의 목표는 식민지

에서의 한센병 확산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문명국들을 그러한 확산으로부터 보

호하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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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식민지 조선의 근대 나시설과 강제격리정책의

도입

1) 서양나병원의 설립과 나환자 구료

중국의학의 영향 하에 있던 조선의학은 1876년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세계질서에 조선이 편입되어 가게 되면서 조

선의 집권층은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부국강병이라는 근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대의학, 특히 근대적 전

염병 관리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신동원, 1997; 이종찬, 2004; 박윤재, 2005). 당

시 조선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위생정책은 우두법과 환경위생 사업이

었다(신동원, 1997: 24). 조선정부는 1894년 6월 28일 내무아문 안에 위생국을

설치하면서 서양의학에 기반한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기구를 제도

화했다. 이 위생국의 사무에 ‘전염병 예방 사무’가 포함되면서 전염병은 공식 명

칭을 획득했다(신동원, 2015: 211). 위생국에서는 두창이나 콜레라와 같은 급성

전염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1899년 제정된 「전염병예방규칙(내부령 제

19호)」에도 정부에서 관리해야할 전염병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디프테리

아, 발진티푸스, 두창의 여섯 종류의 급성전염병을 명시했다. 즉 근대 초기 조선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인 위생업무를 시작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염병의 예방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는 급성전염병만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반

면 대풍창(나병)이나 노채(결핵)와 같은 만성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시기 대풍창은 전통의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미신이나 주술을 통

해서 치료가 시도되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선정부는 대풍창을 위한 특

별한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기 대풍창 환자는 혜민원(惠民

院)나 활인서(活人署)와 같은 기관이나, 임시적으로 구질막(救疾幕)과 같은 장소

에서 치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33) 조선의 대풍창 환자가 본격적으로 서양

의학의 치료를 받게 된 것은 1885년 제중원(濟衆院, 설립당시 광혜원(廣惠院))의

설립으로 서양의사가 조선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서부터다. 제중원에서 치료

를 담당했던 선교의였던 알렌과 헤런(John W. Heron)은 자신들의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33) 세종 27년(1445년) 제주 안무사(安撫使) 기건(奇虔)은 바닷가에 쫓겨난 한센병환자들

을 구료막에서 보살피고 치료했다고 보고했다.; �世宗實錄� 卷110, 27年 11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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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Seoul』(1886)과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Corea)』

(1885)에 Leprosy Patients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국립나재

단(The National Leprosy Fund)이 홍콩에서 활동했던 영국의사인 제임스 칸틀

리(James Cantlie, 1851-1926)에 의뢰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나병 상황 조

사 보고서에 의하면 1894년을 전후하여 부산, 원산, 서울에 있던 선교의사들은

각각 나병환자를 치료했다. 또한 독일의사였던 클라우센은 자신의 일기에서

1902년 나환자를 치료했다고 기록했다(Claussen, 1983: 43, 정근식, 1997a: 6에서

재인용). 또한 전주지역의 의료선교사였던 잉골드(Ingold) 역시 1902년에 나환자

를 치료했다고 기록했다(정근식, 1997a: 6).

그러나 조선에서 서양의사들의 나환자 치료는 다른 질병과 분리되어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질병들과 나병을 특별히 분리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들을 치료했고, 다른 환자들과 같이 입원시켰다. 이는 1890년

대까지 서양의사들 역시 나병의 전염성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렌과 헤

런은 1885년과 1886년 보고서에서 나병을 전염병의 범주가 아닌 피부질환 범주

에 넣었고, 그 안에서도 인설(squamae)이라는 하위 범주에 위치시켰다. 즉 알렌

과 헤런은 나병을 전염병 범주에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피부병 범주에 포함시

킨 것에서 이들에게서도 한센병은 아직 나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885년 보고서에서 알렌은 아직 이 질병의 원인이 유전인지 전염

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해 판

단했을 때 유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기록했다. 칸틀리 박사의 1894년

보고서에서도 아직 유전설과 전염설 사이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서양의사

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까지 아직 전염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한

센병은 다른 일반 질병 환자와 같이 치료되었다.34)

그러나 이러한 조선의 나병을 둘러싼 상황은 나병 사업에 전문화된 단체가

조선 등 극동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1900년대 후반으로 가면 크게 변화한다.

1874년 아일랜드 선교사인 베일리(Wellesley Bailey)가 인도에서 설립한

‘Mission to Lepers in India’는 나사업에 대성공을 거두고 1891년 버마(Burma)

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이름을 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the East(이하 TLM)로 바꾸었다(Miller, 1950: 72). 1905년에 TLM이 만들거나

지원한 나정착촌의 수는 63개로 총 5,803명의 나환자 수용자와 317명의 미감아

(untainted children)가 분리되어 수용되어 있었다(Lancet, 1926: 845). TLM은

34) 당시 서양의사들이 고백하듯이 한센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서양의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알렌과 헤런은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한센병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치료

에 있어서 해줄 것이 없다고 고백했으며, 잉골드(Mattio Barbara Ingold) 역시 1902년

보고서에서 한센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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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센병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때에 따라

서 한센병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에 자금이나 약재 또는 의료진을 제공

하기도 했다. TLM은 또한 극동 지역에까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였고, 그 결

과 1917년에는 12개 국가에서 87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조선에

있던 북장로 선교사들은 “나병 환자의 수용 및 구제를 위”해 “인도 및 동양 각

국 나병자 구호회”35) 즉 ‘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the East’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1909년 3월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감만리에 나병원이 설립되

었다(정근식, 1997a: 7; 국립소록도병원, 2017: 26).36)

이후 광주 제중원 원장 윌슨(Robert M. Wilson)이 1911년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나병원을 개설하고, 역시 TLM에 재정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

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했다. 1913년에는 대구의 제중원 원장 플레처(A.G.

Fletcher)가 TLM의 지원을 받아 경상북도 달성군 달서면 내당동에 나병원을

설립했다(정근식, 1997a: 7-10; 국립소록도병원, 2017: 27-29). 즉 1910년을 전후

하여 부산, 광주, 대구에 서양선교사들이 나병원을 설립했다. 이 지역에 나병원

이 설립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조선 남부지역에 나환자들이 집중해

있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에 설치함으로써 운영과 관리에 편리

를 도모함에 있었다. 서양나병원은 일반적인 병원보다는 요양소에 더욱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영어로는 colony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37) 초기 서양나병원

35) The Mission to Lepers는 현재 The Leprosy Mission(TLM)으로 불리고 있다. 이

단체는 이후에 아메리카대륙과 아프리카대륙 등 전세계에서 한센병 구제 사업을 벌

여왔다. 이 단체의 지부들은 각국 정부나 다른 한센병단체들과 협력하면서 한센병 사

업을 지속하면서, 전세계 한센병 퇴치 노력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단체는 강

제격리방식이 아닌 환자촌(leper village, leper settlement) 방식을 선호했다. 이들은

강제격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강제로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방식이 아닌, 장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머물면서 생활하고 치

료받을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 방식의 사업을 선호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는 다

양하게 불렸는데, “인도 및 동양 각국 나병자 구호회”, “대영구라선교회”, “구라회” 등

으로 불렸다.

36) 부산나병원은 1915년 ‘대영나환자구료회조선지부재단(大英癩患者救療會朝鮮支部財團)

으로 법인인가 받았다.: 김정란, 2006, 『일제강점기 부산의 「나병」과 그 대응』, 한

국해양대학원 석사논문, p. 16.

37)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시기 colony는 이민자들의 정착지를 의미하는 단어였으나, 한

센병과 관련해서는 다른 모습을 의미했다. colony는 고립된 지역에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생활공간이 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colony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 병원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차이는 환자들의 생활양식이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환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거주하기도 하고 엄격한 규율에 맞춰 생

활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공간으로 leper resettlement라고 불리는 공간도 있는데,

이곳은 보통 정부당국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의 병원과 생활공간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보통 resettlement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농업이나 축산

업 등의 농업을 하면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leper villag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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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용인원

부산 대구 광주(여수) 합계

1909 5 5

1910 30 30

1912 45 45

1916 80 80

1926 521 497 829 1,847

1927 639 444 1,290 2,373

1928 725 497 1,089 2,311

1929 649 475 970 2,094

1930 684 459 847 1,990

1931 764 472 919 2,155

1932 684 474 843 2,001

1933 684 581 901 2,166

1934 830 591 875 2,296

표 1. 서양나병원의 입원환자 수(1909-1934년)

출처: 소록도100년사-역사편(국립소록도병원2017a: 67)

에는 주로 갈 곳 없는 한센병환자들이 모여들어 입원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병

원에서 설립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엄

격한 규율을 요구했다(정근식, 1997b: 232). 병원은 총독부와 TLM에서 보내주

는 지원금에 주로 의존해서 운영됐고, 이러한 예산 범위에 따라 환자들을 수용

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수용인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한정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서 몰려들어온 나환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38)

부산, 광주, 대구의 나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곳의 정원과 입원환자 수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된다. 다음 표는 부산, 대

구, 광주(1927년 이후는 여수) 나병원의 입원환자 수의 증감표이다.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의료전문가가 있는 클

리닉(clinic)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간은 만성감염병이라는 한센

병의 특징을 반영한다. 치료가 되지 않거나, 초기환자의 경우 대풍자유로 치료가 가능

하다 하더라도 완치까지 수년에 걸친 오랜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서

의 입원실과는 다른 생활공간이 붙어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38)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양나병원에 입원을 희망했지만, 정원이 차서 입원이 거절된

환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에 큰 도시문제가 된다. 이 문제 대해서는 이

논문 2장 4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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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나병원의 경우 1909년 개원 시 5명에 불과했던 입원환자 수는 1926년에

이르면 521명에 달하게 되었고, 이후 많을 때는 764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의 시

설로 발전했다. 광주나병원의 경우는 1926년 여수로 이전하면서 시설이 확장되

었고 그 결과 환자 수는 1,290명에 달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양나병원에

서 수용하는 환자수는 1926년에는 1,847명에 달했고, 이듬해인 1927년에는 2,373

명에 달하게 되었다. 입원환자 수는 TLM의 지원금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

어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부산나병원은 1928년 TLM의 지원비가 삭감됨에

따라 많은 수의 환자를 퇴원시키기로 결정했다.39) 이렇듯 서양나병원은 외국에

서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더라도 입

원환자 수를 크게 늘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수는 언제나

정원수를 크게 웃돌았다(정근식, 1997b).

한편 격리 면에서 서양나병원은 강제격리와는 상당히 다른 환자 관리방식을

갖고 있었다. 환자들은 자의에 의하여 입원을 하였으며, 정원의 제한 때문에 입

원 자체가 쉽지 않았다. 또한 입원한 환자는 치료가 완료됐을 때에는 퇴원이 가

능했다. 또한 치료 중에도 원한다면 퇴원이 가능했고, 이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내부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리방식을 정근식(1997b)은 일제의 소록

도자혜병원의 절대종생격리와 비교하여 상대적 격리방식이라고 개념화했다. 즉

현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소록도병원에서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속되어

한번 입원하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강제격리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서양

나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입퇴원이 가능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식주가 제공되는 나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특권이었기

때문에 입원할 경우 내부 규정을 어겨 퇴원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한 서양나병원은 병원 내의 환자 외에 병원 주변에서 거주하는 환자들의

치료도 담당했다. 예를 들어 부산나병원은 간호원을 “지방환자 집단지에”에 매

주 일회 파견하여 환자 치료를 시행했다. 1938년의 부산나병원은 김해군 이북면

약 60명, 김해군 진수면 설창리 약 70명, 울산군 농소면 송정리 약 70명, 밀양읍

교동리 약 80명, 함안읍 교외 약 140명, 부산부내 현리 호곡 약 60호 300명 총

약 720명 가량의 경남 지역의 나환자들에게 치료를 매주 1회 제공했다.40) 즉 서

양나병원의 경우 병원에 수용중인 환자 수와 비슷한 규모의 외부 환자의 치료

까지 담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양나병원의 경우 “격리”라고 하는 것이 크

39) 1928년 부산나병원은 지원비 삭감으로 환자 110명을 퇴원시키기로 결정했으나, 경상

남도는 이를 막기 위하여 총독부에 보조비를 급히 요청하여 지원했으나 결국 이듬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가 강제 퇴원됐다.; 매일신보, 「경비부족으로 나병자수용난 돈

이 업서서 수용할 수 업다 경남당국의 큰 두통」, 1928.10.19.

40) 동아일보, 「부산나병원방문기(2)」, 193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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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록도자혜의원의 설립과 부랑나환자 강제격리

나병의 병인으로서 세균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일본의 식

민통치가 시작된 이후이다. 다른 급성전염병과 다르게 치사율이 높지 않은 나병

은 국가에게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할 질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모

호한 나병의 병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의 부재는 전염 확산의 방지나 환자의 치

료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1897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국제나회의에 일본인 세균학자 기타사토 시바사브로(北

里柴三郎, 1853-1931)와 역시 유명한 일본인 피부학자인 토히 게이조(土肥慶藏,

1866-1931)가 참석하면서 인종주의적 세균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병환자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적대 분위기는 당시 일본에도 그대로 전해졌고 더욱 강화되

었다. 탈아입구(脱亜入欧)를 꿈꾸는 일본에게 있어 일본이 나병 유병율이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제1차

국제나회의가 개최된 지 2년 후인 1899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나병환자 및 거지 단속에 관한 질문(癩病患者及乞食取締

ニ関スル質問)」을 통하여 나병환자가 일본제국의 위세를 약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어 1902년에는 「나병 환자 단속에 관한 건의

안(癩病患者取締ニ関スル建議案)」이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06년 법의학자이자 중의원 의원이었던 야마네 마사츠쿠(山根正次, 1858-1925)

가41) 「나예방법안(癩豫防法安)」을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수정되어 1907년

「나예방법에 관한 건(癩予防ニ関スル件)」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

에 의하여 부랑나병환자를 강제격리하는 5개의 격리시설인 도쿄 전생병원(全生

病院), 오사카 외도보양원(外島保養院), 구마모토 구주요양소(九州療養所), 시코

쿠에 대도요양소(大島療養所), 아오모리에 북부보양원(北部保養院)이 설립되어

1909년부터 강제격리가 시작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a, 2017: 30). 이 법에는 퇴소

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격리된 부랑나병환자에 대한 종생격리가 가능했

다.

1915년에는 미츠다 겐스케가 원장으로 있던 공립나요양소인 전생원(全生院)

에서 결혼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단종수술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松

41) 야마네 마사츠쿠는 나가사키에서 콜레라가 유행할 때 검역관으로 활동한 후 독일에

서 법의학을 연구하였고 이후 일본에서 경찰의장(警察醫長)과 의무국장 등을 역임했

고, 1902년에는 중의원 의원이 당선된 인물이었다(국립소록도병원a, 2017: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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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洋子, 2000; 藤野豊, 2001). “나예방에 관한 건”은 1916년에 개정되는데, 시설

에서 저항하는 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징계검속권”이 나요양소 원장에게 부

여됐다. 애초 부랑나병환자에게만 실시되었던 강제격리는 1931년 “나예방법(ら

い豫防法)”의 개정으로 그 대상이 모든 나병환자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일본 정

부는 나병환자 절대격리의 이념을 전 사회에 침투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1936년 내무부는 “나병 20년 근절계획”을 수립하고 “무라현 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한센병 정책은 1952년 “(신)나예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藤野豊, 2001).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의 수립을 이끌었으며, 「나예방법안(癩豫防

法安)」를 만든 정치인이었던 야마네 마사츠쿠가 1910년 4월 조선 총독부 위생

국 고문으로 오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의 나병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근식, 1997a: 15). 그는 1911년 조선의 나병 상황을 시찰했다.42) 이 시찰의 경

험을 가지고 그는 1912년 조선의학회 잡지 제2호에 ‘나병환자 요양소 설치’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1913년에도 조선의 위생과 위생정책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국립소록도병원, 1997a: 31). 한편 1913년 11월에는 TLM

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베일리가 광주, 부산, 대구 나병원을 방문한 후 서울을

방문하여 당국에 나병사업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그가 촉구한 것은

한 곳의 대형 나병시설이 아니라 소규모의 여러 한센병환자 보호소(leper

homes)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Wilson, 1914: 164). 1913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나병환자 조사 결과 외모에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이미 3천 명이 넘는다

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했다.43) 또한 위생국 고문

야마네는 그해 10월에 조선의 나병환자를 격리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4)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義)는 제생원에 보관된 기금 일부를 사용

하여 부랑나병환자를 수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총독부의원 원장인 요시가 에이

지로(芳賀榮次郞)에게 부지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1916년 2월 24일 조선

총독부령 제7호로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을 공포하였고, 초대원장으로 아리카와

도오루(蟻川亨)를 임명했다(국립소록도병원, 1997a: 35). 일본은 1910년 9월 29일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조선총독부칙령 제357호)」를 제정하였고 전국을 13개

도로 구분하여 각 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했다. 이어 1912년 5월 6일에는 자혜의

원을 제주, 안동, 강릉, 초산, 회령 등 5곳에 추가 설치하였다. 이로부터 몇 년

후에 소록도자혜의원의 병원건물은 1917년 2월에 준공되었고, 4월에는 병사가

42) 栗生 樂天園 患者自治會, 1993; 정근식, 1997a에서 재인용.

43) 小串政治, 1921; 정근식, 1997a에서 재인용.

44) 山根正次, 1913; 정근식, 1997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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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져 각 도에서 이송된 환자들을 수용했다. 조선 총독부는 「나환자수용에

관한 건(癩患者收容関スル件)」에 의거하여 각 도의 경무부에 “노상이나 시장

등에서 배회하는 병독전파의 우려가 있는” 나병환자들을 수용하라는 조회문을

보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38-39). 즉 최초의 강제격리의 대상자는 병독, 즉

세균을 퍼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총독부가 인식한 “부랑” 나병환자들이었던 것

이다. 그러나 소록도자혜의원의 최초 수용인원은 100명에 불과했고, 실제 수용

환자 수는 90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에서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식민권력에게 있어 나환자를 단속하고 추방하거나 격리하는 것은 재

정의 문제, 즉 통치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다른 통치에 필요한 여러

사업보다 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식민권력은 조선사회의

나환자 관리에 대한 요구에 193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24년 마산 시민이 나환자와 제와공장의 매연 등 위생 문제 처리에 대해 경찰

서장에게 요청했을 때, 마산서장은 나환자의 처리는 조선인이 알아서 하라고 답

하고, 제와공장 매연 문제 등의 위생문제에 있어서는 “서양사람 같으면 방해라

할는지 모르나 조선사람인 너희들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는 등 그 처

리를 회피하였다.45) 1925년 동아일보에 등장하는 「총감훈시 수칙」에 의하면

총독부는 당해 조선에 존재하는 나환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환자가 약 4,300여

명에 달하며, 더욱 정밀한 검진을 할 경우 수 배의 환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

상하면서도 재정 관계상 예방에 관한 충분한 시설을 설립하기 불가능하다고 고

백하고 있다.46)

1927년 6월에 열린 제4회 “전선공직자대회”에서도 조선에 있는 나환자를 수

용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역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47) 전선공직자대

회에서 나환자 관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중외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48) 일본

의 경우 내무성 위생국에서 1928년 예산으로 나환자를 절멸시키기 위하여 충분

한 예산을 마련하여, 기존의 부랑나환자 수용소 외에 유력자 환자의 자유요양지

를 일본 각지에 수개소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조선의 경우 3곳의 선교사 운

영 요양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뿐, 이만 명49)에 달하는 전조선의 나환자를

45) 시대일보, 「마산서장의 폭언, 서양사람이면 위생방해이나 조선사람에게는 관계치 안

타」, 1924. 6. 3.

46) 동아일보, 「총감훈시 수칙」, 1925. 5. 23.

47) 동아일보, 「공직자대회 협의사항」, 1927. 6. 3.; 동아일보, 「공직자대회 경과」,

1927. 6. 6.

48) 동아일보, 「구제책이 전혀 없는 이만 여 명의 나병환자」, 1927. 6. 25.; 중외일보,

「구제책 없는 이만의 나병환자 예방령 실시는 불가능」, 192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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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충분한 자원이 총독부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

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07년 “나예방법에 관한 건(癩予防ニ関スル

件)”이 통과되어 부랑나환자 격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지만, 조선의 경우

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만 있을 뿐 법적 근거 수립

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28년 3월에 개최된 경상북도 평의회에서도 나환자

수용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50)

그러나 1928년 5월에 이르면 본격적인 나환자 수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

다.51) 조선 각지에서 올라온 도시민들의 진정서, 청원서로 인하여 총독부는 소

록도자혜의원에 3년간 경비 약 46,000원 투자하여 1927년 말 250명인 수용인원

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750명까지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의사 2명과 간

호부 10명을 증원하고 설비도 늘리기로 했다.52) 한편 1916년 소록도자혜의원이

설치되고, 1917년부터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나 수용인원수는 전체 환자수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나병원에 비해서도 적은 것이었다. 1917년 소록도 자혜의

원의 수용정원은 100명이었으나 1924년 125명으로 증원되었고, 1925년에는 250

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1928년에 이르러 제1차 확장공사 결과 수용인원은 450명

으로 늘어났고, 1929년에는 다시 750명으로 증가했다. 1929년에 이르러야 대구

와 부산의 나병원보다 수용인원이 더 많아졌다.

소록도자혜의원의 수용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집중해 있는 부랑

나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1929년 조선총독부의 조사 결과 수용되

지 못한 조선의 나환자 수는 총 5,355명으로 조사되었다.53)

49) 이 기사에는 전조선에 있는 나환자가 이만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

다. 1925년경 총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조선에 확인 가능한 나환자의 수는 약

4,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나환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깥으로 잘 드러

내지 않으며,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에 있는 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

제 환자수는 이보다는 훨씬 많으리라는 추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도 환자

수를 1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이라는 수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50) 동아일보, 「최후 양일간 제의한 각평의원의 희망」, 1928. 3. 2.

51) 조선신문, 「癩病患者を更に五百名, 收容する小鹿島, 本年度は四萬六千圓で」, 1928.

5. 13.; 조선신문, 「癩病患者を更に收容する, 總督府の豫算計上」, 1928. 8. 9.

52) 조선신문, 「癩患二百名小鹿島へ, 官制改正で更に收容す」, 1928.9.1.

53) 동아일보, 「낭류나병환자와 부족한 시료기관」, 1929. 7.4.; 이 조사 결과는 시가 기

요시(志賀潔)가『朝鮮』1931年３月호에 쓴 「癩の予防と撲滅とを期す」에 다시 등장

한다(김정란, 2006, 『일제강점기 부산의 「나병」과 그 대응』, 한국해양대학원 석사

논문, p.52에서 재인용), 여기서 시가는 부랑자와 부랑할 위험이 있는 자를 “실제 부

랑자 및 부랑하는 경우가 있는 자”로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부랑할 위험이

있는 자는 현재는 부랑하고 있지 않지만 부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부랑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는 당시 소록도자

혜의원 및 서양나병원에 수용된 환자를 2,43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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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록도자혜병원 수용정원 및 현원수 (1917-1932년)

출처: 소록도갱생원 연보(1947년)

이중 각지로 배회하는 부랑자가 1,443명, 부랑할 위험이 있는 자가 1,237명,

그리고 상당한 자산이 있어 보호가 확실한 자가 2,675명이었다. 즉 1929년 소록

도자혜병원에 735명, 여수나병원에 970명, 대구나병원에 475명, 부산나병원에

649명으로 총 2,829명의 나환자가 수용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각지로 배회하는

부랑자수는 1,44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랑

환자 500명을 추가 격리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과 의료인 고용 등에 들어

가는 비용이 46,000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500명을 추가 격

리하는 것으로도 늘어만 가는 부랑나환자를 모두 격리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에서의 부랑나환자 관리는 격리 시설

로의 이송뿐만 아니라 원적지로의 추방도 중요했다.

병원의 수용환자 수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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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민지기 조선의 나환자 거주지별 분포(1929년)

출처: 동아일보, 1929. 7. 4. 낭류나병환자와 부족한 시료기관, 소록도갱생원

연보(1947년), 소록도100년사-역사편(국립소록도병원2017a: 67)로

재구성

1920년대 초중반에는 도시에서 배회하는 부랑나환자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

여 소록도자혜의원이나 서양나병원으로 보내 격리했지만,54)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 나병원의 수용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나환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

에 점차 이들을 단속하여 원적지로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1928년 6

월 17일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배회하는 나환자 때문에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들 역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이지만

이들을 단속하여 원적지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55) 이러한 원적지로의 송환 역

시 격리시설의 부족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56) 부랑나환자를 단속하여 원적

54) 동아일보, 「나병환자 이송, 이십 명을 소록도에」, 1922.10.3.; 동아일보, 「부산나병

환자 소록도로 이전」, 1927.10.21.; 동아일보, 「부민을 위협하는 부산나병환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중에 전남방면으로 이송결정」; 매일신보, 「소록도병원에 나병

환자 수송 전부 130명을」, 1928.8.10., 동아일보, 「소록도에 보낼 나병자 대구서 오십

명」, 1928.10.19.

55) 동아일보, 「나병환자 처치에 두통, 대구서에선 원적지로 환송, 근절방침이 일대 문

제」, 1928.6.17.; 매일신보, 「대구나병환자 고향으로 추송, 나병원에도 만원 대구서에

서 단행」, 1928.6.19.

56) 중외일보, 「나병자 백여명 향리로 구축」, 192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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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송환하는 것은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송환된 환자들은 다시 도시로 몰려

들었다. 이뿐 아니라 원적지 송환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1930년 4월

에 부산 경찰서에서 부랑나환자들을 기차에 태워 원적지인 대구로 보낸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대구 경찰은 통보도 없이 문제 집단인 나환자들을 자신

의 관할 구역에 보냈다며 부산 경찰서에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결국 이들 환자

들은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졌다.57) 같은 해 9월에도 포항과 경주에서 나환자

를 서로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지고 했다.58) 이 사건은 다수의 언론에서 대서특

필될 만큼 큰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경찰에게 있어서도 나환자

관리가 상당히 힘든 일이었고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제 4 절 부랑나환자의 급증과 나환자 강제격리정책의

강화

1) 부랑나환자의 사회문제화와 사회의 강제격리 요구

나병의 후유증인 외모의 변형은 건강인의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

기 때문에 전근대사회에서도 나환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여 부랑하면서 구걸

로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와 같은 대규

모의 부랑나환자들이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환자의 집단화와 부랑 및 구걸 행위는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었다. 더욱 특이

한 것은 대규모의 부랑나환자의 등장은 나환자 치료를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서양나병원과 소록도자혜의원의 설립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대규모의

부랑나환자의 등장은 1917년 “노상이나 시장 등에서 배회하는”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시작되자 1920년경부터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1917년 당시 조

선총독부는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

록도자혜병원의 수용인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1917년 소록도자혜

57) 중외일보, 「대구에 대재난 나병자군 소동, 부산경찰에서 담어온 까닭, 부산경찰 몰

상식 여차」, 1930.4.11.; 동아일보, 「문제의 나환자 결국 부산으로 역송」, 1930.4.12.;

동아일보, 「양서간 구역 싸움에 다수 병자 진퇴유곡」, 1930.4.12.; 매일신보, 「부산

나병환자를 대구로 수송, 부산서에서 잡아 보낸 것을 알고 하차금지의 활극 연출」,

1930.4.12.; 매일신보, 「원적지가 경북이라고 나병환자가 자칭 대구로 일부로 보낸 것

은 아니다. 경남북위생과장 타협」, 1930.4.13.

58) 동아일보, 「구외축출 위주의 나병환자처치」, 193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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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환자 수용능력은 100명에 불과했다. 100명에 불과한 환자수용능력은 실

제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의 나병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다른 여러 공중보건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환자 수용소

를 설치한 데에는 나병을 관리하겠다는 이유보다는, 서양나병원을 운영하는 서

양선교사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이었다(정근식, 1997a). 그러나 1917년

조선에서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실시되자, 1920년대 초반부터 오히려 노상

이나 시장 등에서 배회하는 나환자들이 광주, 부산, 대구 등 남부 도시에 집중

하기 시작했다. 1922년 3월 13일 매일신보는 「가경할 나병촌락, 경주군 내에서

이번에 발견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의 문둥병이란 것은 참으로 고치기 어렵고도 전염이 속히 되는 난치의 

병이라 요사이 경북 경주에 문둥병자의 촌락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

다. 경주군의 공의(公醫)가 순회진료를 할때 우연히 경주군 내에서 전 촌락 

사십호가 모여 문둥병에 걸려있는 일을 발견하고 끔찍하게 놀라였다는데, 

그 사십호 전 촌락이 문둥병일 것 같으면 사십호에 주거하는 주민은 그 수

효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수임을 알 일이다. 그러므로 경북도 내의 위생은 

물론하고 전 조선에 대하야 위생상 일각이라도 가볍게 보지 못할 중대한 

문제라 하야 신상 경북경찰부장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대책

에 대해야 목하 연구 중이더라

이 기사는 먼저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특성을 첫째, 고치기가 어려우

며, 둘째, 전염이 빠르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1922년에 언론은 나병이

세균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전염병이며, 더군다나 그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조선에는 1910년대 후반에 나병 치료

제인 대풍자유가 서양 선교의들을 통하여 들어왔으며, 총독부에서도 이 약을 사

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제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전통적인 인식에 비추어 이 질병의 치료가 어렵다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기

사의 특징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사는 이러한 난치의 질병에 걸린 환

자가 경주군 내에서 40여 호가 발견된 것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조선의 위생

상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의 제목에서는 “가경할 나병촌

락”이라는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나환자를 위험한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1920년 초반은 나환자에 대한 민중의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되었던 시

기였다. 1922년 6월 17일 매일신보의 「담양 괴설, 문둥병자 사천명이 돌아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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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야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당시 담양에 떠돌던 괴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괴설은 광주나병원에서 치료받던 “문동아치” 사백 명 또는 사천 명을 할 수

없어서 내여 보냈는데 이들을 실어다가 전남 장성역에서 하차시켰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러한 헛소문에 담양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비슷한 내용의

풍설이 같은 시기 강경에서도 퍼졌다. 1922년 7월 1일 매일신보는 나환자 천명

이 강경을 침습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두

기사 모두 도시에 있는 나병원을 중심으로 나환자들이 집중되고 있고,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도시 당국이 이들을 도시 바깥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괴담들은 당시 도시에 있는 나병원을 중심으로 나환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59) 이 기사에 등장하는 대규모 나환자 집단에 대한

묘사의 특징은 이들이 전통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나병원을 중심으

로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광주,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도시에는 나환자들이 집중되고 있었고, 나병원 등의 시설들은 이들을

모두 수용하고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한 환자들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들은 도시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1922년 7월 11일 매일신

보는 「나병자의 방화」라는 기사에서 “가장 두렵고 추한 문둥병자”가 일으킨

방화사건을 소개했다. 이 환자는 “표류하며 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암군

의 한 마을에서 방화를 하고 사람들이 불을 끄는 틈을 타 다른 집에서 도둑질

을 하다가 잡혔다. 1923년 10월에는 “각지에서 걸식하고 다니는 문둥병환자”가

달성군에서 유부녀를 겁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매일신보, 1923.10.6.). 1922년을

기점으로 식민지기 내내 도시를 중심으로 부랑하는 나환자가 일으키는 여러 사

회문제에 관한 기사가 줄을 이었다.

문제는 도시에 너무 많은 나환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24년 6월 마산 시민들은 유곽과 형무소 이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신민대회를 열고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총독부 이하 각 관청과 교섭하기로 하고,

먼저 경찰서장에게 나환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행위원단은 마산 경찰서장에

게 “문둥병자를 시가지내 함부로 있게 함이 불가하니 이를 처치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다.60) 1924년 7월에는 대구에 위치한 나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몰려

든 나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비해 수용인원이 많지 않아, 나병원에서 입원을 거

59) 미국 북장로교 소속 어빈(Irvin)은 1909년 경남 동래군 서면 감만리에 서양식 나병원

을, 광주 제중원 원장 윌슨(Robert M. Wilson)은 1911년 2월에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

면 봉선리에 나병원을, 그리고 장로교 소속의 플레처(A.G. Flecher)는 1913년 3월에

대구에 나병원을 설립했다.

60) 시대일보, 「마산서장의 폭언 서양사람이면 위생방해이나 조선사람에게는 관계치 않

다」, 19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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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자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대구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매일

신보에 실렸다.61) 1924년 11월에도 경성시에 “나병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매일신보에 소개되었다.62) 이 기사에 의하면 “최근 부내에 문둥병 환자

의 거지가 모양이라는바 원인은 원래 그 병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고로 흔히

자기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경성으로 떠나오는 것과 또 경성에는 ‘세부란

스’ 병원과 총독부병원 등의 치료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고을을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성시의 병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였고 이미

소록도자혜병원도 정원이 가득 차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경성으로

온 이들은 생계가 없으므로 거지가 되어 시중을 배회하고 있었으며, 인사상담소

에서 직업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병균을 산포”하는 “극히 위험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성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구걸로 생계

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의 나환자 집중 현상은 1927년경부터 도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27년 6월경 마산부민은 갑자기 급증하는 나환자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져 있

었으며,63)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도 큰 집단을 형성하여 시내를 배회하면서 금품

을 강요하는 “나병환자”의 급증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64) 같은 문제가 김

해에서도 발생하였다.65) 1928년이 되면 도시에 급증하는 나환자 문제가 대구와

전남으로 확산된다.66) 주로 조선의 남부 지방에 집중되었던 도시 나환자 문제는

1930년을 기점으로 점차 북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 10월에 나환자

를 볼 수 없었던 춘천읍에 걸식하는 환자들 집단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남쪽 지

방에서 쫓겨 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67) 1932년에는 강릉에 나환자 걸인

집단이 등장하여 도시를 배회하고 구걸과 금품을 강요하였다.68) 나환자 집단은

점차 북쪽으로 확산되는데 1936년에는 강원도 철원뿐만 아니라69), 평안남도 지

61) 매일신보, 「대구에 나병자 육속래집, 설비가 부족하여 환자들이 입원시기를 기다리

고 방황」, 1924. 7. 1.

62) 매일신보, 「경성시중에 나병걸인 점증」, 1924.11.17.

63) 동아일보, 「나병환자발호로 마산부민의 공황」, 1927. 6. 14.

64) 중외일보, 「부산지방에 나병환자 격증」, 1927. 6. 26.; 동아일보, 「나병자위집 부산

진 대위협」, 1927. 8. 1.; 동아일보, 「작당출몰하는 부산나병군」, 1928. 4. 21.

65) 동아일보, 「나병환자침입으로 김해주민공황」, 1927. 7. 1.

66) 동아일보, 「전염성을 기화로 함부로 위협, 걱정꺼리 나병환자 대구부에 사백명」,

1928. 6. 10.; 동아일보, 「나병환자 처치에 두통, 대구서에선 원적지로 환송, 근절방침

이 일대 문제」; 매일신보, 「대구나병환자 고향으로 추송 나병원에도 만원 대구서에

서 단행」, 1928. 6. 19. ; 중외일보, 「전남관내에 나병환자집중」, 1928. 4. 27.

67) 매일신보, 「춘천에 문둥이」, 1930. 10. 26.

68) 매일신보, 「산자수명한 강릉에는 나병걸인이 위집」, 1932. 2. 6.; 매일신보, 「강릉

읍내 배회하는 나병자 이송 결정」, 1934. 10. 15.

69) 조선중앙일보, 「철원에 문둥이 소동」, 193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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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심지어는 함경남도 지방에서도 이들이 등장하였다.70) 1940년이 되면 심지

어는 연길에도 나환자들이 배회하기에 이르렀다.71) 한일병합 이전 조선에서 나

병은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부 지방에서 유행했던 질병이었고, 충청도나 강

원도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고는 있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이북에서는 거

의 찾아볼 수 없는 질병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에 이르면 그 평안도나 함

경도, 심지어는 연길까지 환자들이 확산된 것이다. 한편 병원이 있는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었던 나환자들은 1932년경부터 점차 소도시나 읍과

면 단위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32년 5월에는 예천시내에 “나병걸인”이 운집

하였고,72) 같은 해 10월에는 의성에,73) 다음해인 1933년 3월에는 해남에 나환자

들이 집단을 이루어 구걸을 하였다.74) 1930년대 나환자들은 진주로, 밀양으로,

고성으로, 통영으로, 고성으로, 순창, 대동, 상주, 제주, 강진, 구례, 오수, 인천

등 식민지 조선 남부 지방을 휩쓸고 다니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

렇게 집단을 이루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나환자들은 지역

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나병환자들은 왜 갑자기 1920년대부터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는가?

전통적으로 한반도 남부 지방은 나병 유병율이 높은 지역으로, 북쪽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다가 이북지방은 나병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920년대 나병

환자들은 남부 지역의 광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1910년을 전후로 서양선교사들이 설립한 나병원이 존재하는 곳이

었다. 서양선교사들이 설립한 나병원에서 나병 치료가 가능하자는 소문이 돌자

지방에서 많은 나환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나병에 대한 치료효과와 무관하

게 전통의학에서 제공하는 약제에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아예 전통의학의 값비

싼 치료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환자들은 서양식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양병

원에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양의학이 외상이나 다른 질병에서 보여주

었던 효과를 보고 이들의 치료가 자신의 나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

던 것이다. 또한 빈민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서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알렌은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1886)과 『Allen’s Report on the Health

70) 조선중앙일보, 「평남에서도 문둥이 소동 경찰의 유언취체」, 1936. 7. 9.; 매일신보,

「함남도내에 문둥이 증가」, 1936. 7. 31.; 조선중앙일보, 「한남의 나병환자 금년 들

어서 점증」, 1936. 7.31.

71) 만선일보, 「연길나병환자 십이명 철령요양소에 수송」, 1940. 3. 8.

72) 동아일보, 「예천시내에 나병걸인운집, 27일 일제검거」, 1932. 5. 31.

73) 동아일보, 「의성에 나병자 만연 주민의 우려막심」, 1932.10.20.

74) 동아일보, 「나병환자가 작대해 구걸, 민심은 극도로 불안중, 해남당국의 처치기대」,

193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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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oul(Corea)』(1885)에서 먼 곳에 사는 나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

울에 있는 곳까지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10년경을 전후로 부산, 광주,

대구에 설립된 나병원에는 치료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물밀 듯이 몰려

들었다. 1910년대까지 나환자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때문에 집

을 떠나서 부랑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근대 서양의학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동을 했던 것이다. 이들은 주로 나병원에 모여 들었지만, 일부는 다른 자혜병원

이나 총독부의원으로 몰려가기도 했다. 또한 당시 나병과가 있었던 서울의 세브

란스병원에도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서양나병원은 예산의 한계로 인한

수용인원의 제한으로 모든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 나병원에 입원하지 못

한 나환자들이 도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나환자의 추방이라는 근대적 현상은 이 질병이 세균에 의하여 전염된

다는 인식에 근거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엽에야 조선에 들어온 세균설은 20세기

초에 이르면 조선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신동원, 2013; 박윤재, 2017).

1920년경에 이르면 조선사회는 나병을 병독, 즉 세균에 의하여 전염되고 발병하

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나환자는 세균을 옮기는 매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환자에 대한 치료는 나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대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나환자는 한편으로는 나병 치료를 위하여 도

시로 몰려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체로

부터 자의 또는 타의로 배제되어 도시로 이동했다. 그러나 부랑하는 환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강화될수록 부랑하

는 나환자들의 수는 점차 늘어만 갔다. 즉 당시 나병이 강한 전염성을 가진 질

병이라는 인식은 이들에게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했고, 이 압박은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나환자들이 집과 마을을

떠나 치료 받기 위하여 도시로 몰리게 된 것이다. 한편 1920년대는 나환자뿐만

아니라 식민지 농업수탈의 결과 농촌빈민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

한 시기이다(예지숙, 2015: 79). 농촌지역의 경제난의 압력에 의하여 많은 농민

들이 농촌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나환자는 이중의 압력을 받

았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의 경제생활이 점차 금지된

데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1915년 6월 5일 제정된 「전염병예방령(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은 전염병환자의 경제생활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지만, 대신에 10

조에 “전염병의 병독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당해 이원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면 사용·수수·이전·유기 또는 세척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다. 즉 세균이 묻어 있어 전염병을 전파할 수도 있는 물건을 규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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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내용의 법이었다. 또한 1924년 2월에 개정되고 1928년 6월 1일에 시행된

「전염병예방령(조선총독부령 제3호)」 제8조2항에는 “전염병환자는 업태 상 병

독전파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전염병환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전히

「전염병예방령」에서 전염병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과 같은 급성전염병만 포

함되는 것이었지만, 환자가 만진 물건으로 세균이 전파될 수 있다는 지식과 인

식은 나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대응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나병이 나균(M.

leprae)에 의하여 전파되고 발병한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세균이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는지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세균의 감염경로에 대한 무

지는 나환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졌고, 채소나 술과 같은 것들을 생산하

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에 나환자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상당수의 나

환자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들 중 특히 가난한 계층의 환자

들은 집안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가난한 계층의 환자들은 생

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식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스스로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크게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조선총독

부가 부랑나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격리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

시에 부랑나환자들이 집중되고, 점차 북방과 농촌으로 확산된 것이다.

게다가 식민지 조선의 도시민들은 이들 나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도시

로 몰려드는 환자들은 심각한 도시문제, 특히 위생문제로 인식되었으며, 구걸을

통해서만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환자들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낙인찍혔다. 도시의 나환자 집단을 사회문제화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은 이들을 도

시에서 추방하고자 했다. 1923년 7월 26일 동아일보는 「나병자와 모히 중독자

에 대하여, 무성의한 당국의 태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나환자의

관리에 무성의한 식민지 당국을 비판하였다.75)

“현대의술로는 가위 불가능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구제시설 여하에 의하

여서는 나병을 전멸할 수 있는 병이니 일차 아병에 걸리면 일평생을 무

의한 비애 중에서 폐인으로 허송하는 개인적 불행과 국가적 손실을 그대

로 방임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도적 견지로 보아서도 과

학이 발달한 현대인의 일대 치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이러한 전율

할 악질에 대하야 등한히 하는 것은 국민위생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인

도문제로 도저히 묵인하지 못할 일이다.”

75) 동아일보, 「나병자와 모히 중독자에 대하여, 무성의한 당국의 태도」, 19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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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에 이르면 조선사회는 나병 문제를 문명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야만국에서 문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병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사설은 문명국이 되기위해서는 조선총독

부가 적극적으로 나환자를 격리시켜 이 “악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1927년 1월 15일 「위생사상과 기관」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76)

“질병은 비과학적으로 생활하는 자에게 오는 천벌이오 더구나 전염병은

그러하니 질병을 가짐은 큰 수치이다. 어떤 국토에 전염병이 있다 하면 그는

그 국토주민의 최대한 수치라 함은 조금도 과장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불행

히 전염병 있는 국토의 주민이어니와 혹은 전염병 성질병에 대한 연구기관

혹은 예방설비 혹은 치료설비 혹은 위생사상 선전기관을 완비하야 조선의

국토에서 모든 전염성질병을 구축하기를 육력하여야할 것이다.”

즉 문명국으로 가는 길에 질병, 특히 전염병은 큰 장애이기 때문에 모든 전

염성질병을 조선에서 몰아내자는 것이었다. 한편 도시에 집중되는 나환자의 문

제를 사회문제화하여 이해했던 조선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총독부 및 위생을 담당하는 관청과 경찰에 진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1924년

경부터 나환자들이 몰리는 도시의 시민들은 총독부 및 각 관청에 나환자를 처

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24년 5월경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여러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기 위하여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총독부 이하 각 관

청과 교섭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제들이 의제로 올랐는데, 이 중 당시 마산

시내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나환자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에게 전달했

다.77) 1927년 8월 23일에는 부산상업회의소는 긴급 사회부회의를 열고 근래 부

산부내 나환자의 급증에 대하여 논의했다.78) 이 회의에서 용두산 대정공원 밑

해안의 초량정 근방에 총수 천여명에 달하는 나환자가 일개 부락을 이루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구걸함으로 치안과 위생에 있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들을 모두 적당한 무인도에 강제수용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자고 결의되었다. 이에 8월 29일에 대표자들이 와다 준(和田純) 경남도지

사를 방문하여 나환자에 대한 취체를 청원하였고, 도지사도 이에 동의하여 엄중

76) 동아일보, 「위생사상과 기관」, 1927. 1. 15.

77) 시대일보, 「마산서장의 폭언, 서양사람이면 위생방해이나 조선사람에게는 관계치 안

타」, 1924. 6. 3.

78) 조선신문, 「癩病患者を强制的に收容方を陳情, 釜山商議社曾部會の决議頗る注意を惹

く」, 192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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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취체하겠다고 답하였다.79)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구상업회의소에서도 도경찰

부에 나환자의 취체를 요구하여 경찰이 이를 실행에 옮기었다. 한편 부산직업소

개소에서도 같은 해 11월 12일에 부산사회사업연구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나

환자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위하여 전조선의 단체들을

규합하여 나병의 박멸 등을 위한 행동을 결의했다.80) 이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은

첫째, 조선의 나병 박멸을 위하여 유력한 전 조선의 단체들을 규합하고, 둘째,

미국인 선교사 메켄지가 운영하는 나병원을 국비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 바깥으

로 확장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30년 3월 17일에는 경남밀양동인회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의안은 도평의원후보자 선거문제, 전등료 인하의

건, 우편소 문제, 시구 개정 문제와 더불어 나환자 처치 문제 등과 관련한 것이

었다.81) 1930년 7월 25일에는 경남도 평의원 이시하라 겐자부로(石原源三郞)가

일반 상인을 대표하여 부산상업회의소를 방문하여 나환자의 처리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하여 사회부회 개최를 요구하였다.82) 그에 따르면 부랑환자는 공중위생

상 위험하고 또한 경제상에도 위협이 심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

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사회부회의가 개최되어 나병환자 정리에 대한 것이 협

의되어 다음의 내용이 결의 되었다.83)

1. 나병환자의 시내를 배회함이 갈수록 증가하야 전자(煎子)시장, 식량품

시장, 부평정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악한 귀면을 유일한 무기로 부정의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많어 공중위생상의 위협에만 불지하고 산업경

제적의 피해까지 빈번함으로 차에 철저적 정리 취체 방을 당국에 극

력 요망할 것.

2. 회의소로서는 기관적 성질이 직접 차등의 처리에 당하기는 불가능함으

로 일체의 사정을 구하야 도청 또는 부청에 요망할 것.

3. 부협의회 그리고 상업회의소 평의원 대동으로 도지사에게 진정할 것.

1920년대 부산, 광주, 대구의 도시민들은 도시의 나환자의 급증 현상의 원인

을 도시에 위치한 나병원의 존재 때문이라고 여겼다. 도시의 나병원은 공간과

예산의 제한으로 몰려오는 모든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나병원의

79) 매일신보, 「나병환자 구축책 당국에서 강구」, 1927. 9. 3.

80) 매일신보, 「나병개선을 결의, 부산사회연구회에서」, 1927.11.17.

81) 동아일보, 「밀양동인회 임시회준비」, 1930.3.13.

82) 매일신보, 「나병환자 근본 정리로, 경남 1도는 열저불능, 수용소 확장은 대급무」,

1930.7.29.

83) 매일신보, 「나병환자수용방법 부산상의가 강구 상인칙에서 뎨의 호소 도지사에 진

정키를 결정」, 19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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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병원 주변에서 마을을 이루거나 도시 근방을 배회하

며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치료가 끝나 퇴원한 환자들

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 역시 나병원 주변에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중앙일보의 1932년 3월 11일 「동래의 문동이촌 나병자연맹제창」이라는 제목

의 기사는 부산시에 위치한 “문둥이촌”의 형성과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

고 있다.84) 부산시 외각의 동래군 서면 호곡리(지게골)라는 지역에 나환자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원래 아무도 살지 않은 황무지였는데, 인근의

대연리 김원약(金元若)이라는 나환자가 1900년대 말경에 혼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이곳에 다른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선교사

인 메켄지가 1909년 부산에 나병원을 설치 후 치료가 끝나고 퇴원된 사람들 중

갈 곳 없는 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커다란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

다. 1932년 당시 이 마을에는 총 89호의 집이 있었고 남성 363명, 여성 107명으

로 총 470명의 인원이 살고 있었고, 이중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은 80여명이었

다. 이들 중 3할 정도(약 120여명)가 소작농이었고, 15명이 토공과 목수, 그리고

나머지인 약 330명가량이 구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도시

민에게는 위생과 치안에 있어 위협으로 여겨졌다. 330여 명의 나환자가 집단을

이루어 시내를 돌아다니고 인가를 방문하여 구걸을 하는 것은 도시민에게 상당

한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이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한 나병의 전염의 가

능성, 즉 “병독(세균)”의 전파 문제는 큰 위협이었다.85) 나병은 전염병이지만 그

전파 경로는 현재에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접촉은 그 자체

로 세균이 전파될지 모른다는 공포로 느껴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30년경 동

아일보에서 개최한 “주요도시순회좌담”에서 진주의 농민조합장 조우제는 다음

과 같이 주장했다.86)

위생문제는 과연 한량이 없습니다. 나병자같은 걸인에게 흔히 동전을 주는

데 또 소아에게도 동전을 주게 되면 그 동전에 병균의 부착이 절대 없다고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소아들은 돈을 주면 그것을 입에 넣기가 일수

인즉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위험천만이외다.

또한 이 좌담에 참석한 순천의원의 병원장인 박찬병 역시 나환자가 집단으

로 인가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 전파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의

84) 중앙일보, 「동래의 문동이촌 나병자연맹제창」, 1932.3.11.

85) 동아일보, 「불쌍한 나병환자 무서운 나병독균」, 1931. 9. 10.

86) 동아일보, 「주요도시순회좌담 (47) 제10 진주편 (3)」, 193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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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5월 24일 「다시 나병자와 시설에 대하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나

병의 전파 예방이 시급함을 역설했다.87) 나환자의 구걸 문제는 구걸이라는 행위

가 일으키는 나환자와 건강인의 일상적 접촉으로 인한 세균의 전파 가능성이

사회문제화된 것이었다.88) 이러한 이유에서 1920년대 이래 도시민에게 다음과

같은 도식이 그려졌을 것이다. 세균의 전파의 가능성을 높이는 나환자 집단의

일상적인 구걸행위는 모순되게도 나환자의 치료와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설립

된 도시의 나병원 때문이라는 인식이 발생한 것이다. 즉 나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나병원이 오히려 구걸하는 나환자들을

증가시키고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에 집중시킴으로써 질병의 전파의 가능성을

높였거나,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시민의 인식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시민에게 있어서 도시의 나환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은 도시에 위치한 나병원을 도시 밖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도

시의 나병원을 도시밖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은 시대일보의 1925년 7월 26일

「나병원을 이전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처음 등장한다.89) 이 사설은 광주

에 위치한 나병원을 소개하면서, 이 나병원이 불러 모으는 “나병환자로 인하여

광주의 시가에는 일종의 불안과 공포의 공기가 흐른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 이

사설에 등장하는 “잠깐만 길에 나서도 육칠인씩 만나기는 무난하다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몸서리가 처지고 소름이 쪽쪽 끼친다”는 묘사를 통해서 당시 광주

에 매우 많은 나환자들이 배회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광주시민에게 있어서 상

당한 위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설은 결론에서 나병원의 의의에는 찬성하

고 감사하지만 나병원의 경영방법이 너무나 불철저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나병원 경영자는 경영장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같은 곳으로 이전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도시의 나병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의 위생문제를 일으

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나병원을 이전시키려는 노력 역시 계속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27년의 부사상업회의소 긴급사회부 회의에서, 그리고 대구상업회의

소에서, 지역좌담에서 지속적으로 나병원의 도시 바깥으로의 이전이 논의되었

다.90) 나병원에 대한 사회의 압력의 결과 1911년 2월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에

87) 동아일보, 「다시 나병자와 시설에 대하야」, 1925.5.24.

88) 중외일보, 「목석불부의 가련한 백삼십명의 나환자, 도청에서는 보조 무요 결정, 미

국인은 요양실 확장 준비」, 1926. 12. 4.; 조선신문, 「癩病患者を强制的に收容方を陳

情, 釜山商議社曾部會の决議頗る注意を惹く」, 1927. 8. 26.; 동아일보, 「전염성을 기

화로 함부로 위협, 걱정꺼리 나병환자 대구부에 사백명」, 1928. 6. 10.; 중외일보,

「사설, 나병환자 정리의 요」, 1930.7.29.

89) 시대일보, 「나병원을 이전하라」, 1925. 7. 26.

90) 조선신문, 「癩病患者を强制的に收容方を陳情, 釜山商議社曾部會の决議頗る注意を惹

く」, 1927. 8. 26.; 중외일보, 「적기에 있는 나병원 타처 이전 청원」, 192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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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광주나병원이 1927년 여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91) 광주시민은 나병원

의 위치가 광주천의 상류에 있음으로 여름철에는 환자가 그 개천물을 오염시키

며, 겨울철에는 시가로 돌아다니는 환자가 급증함으로 병원의 이전을 적극적으

로 나병원장인 윌슨에게 요청했다. 그 결과 광주나병원은 전남 여수군 율촌면으

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국고보조 15,000원, 지방비보조 4,000원 지방민 기부금

3,000원 총 22,000원과 해외기부금으로 여수반도에 사만 평을 매수하여 수용인

원을 600명에서 900명으로 확장하여 설립하였다.92) 광주나병원은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이전하였으나 대구와 부산의 나병원은 이전하기가 용이치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광주나병원이 이전한 여수와 인접한 지역인 순천에서는 광주에

서 발생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였고, 이에 여수와 순천의 시민들은 다시 나병

원의 이전을 촉구하는 등 이 문제는 식민지 내내 지속되었다.93)

도시민들은 나병원 이전을 요구하는 동시에 도시를 배회하며 구걸하는 나환

자들 역시 도시에서 몰아내기를 원했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식

민지 정부에게 나환자 단속 및 추방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1924년 마산 시민이 경찰서장에게 나환자

들을 시가지에서 있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94) 여러 도시에서 식민지

당국에 나환자 단속과 추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언론에서도 식민지 정부에

도시의 위생을 위하여 이들을 취체해줄 것을 요구했다.95) 전술한 바와 같이 식

민지 조선사회에 있어 나병 통제는 근대국가에게 있어 당연히 성취해야할 목표

로 인식되었다. 조선사회는 구미의 사례와 일본에서의 철저한 나병 관리 정책을

근거로 총독부에 나환자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 완치 불가능한 질병으로서 나병과 사라져야 할 나환자

그렇다면 나환자 수용 시설인 서양나병원과 소록도자혜병원(소록도갱생원)에

매일신보, 「나병환자 구축책 당국에서 강구」, 1927. 9. 3.; 매일신보, 「나병개선을

결의, 부산사회연구회에서」, 1927.11.17.; 동아일보, 「주요도시순회좌담(117) 제24 순

천편 (종)」, 1931.2.3.; 중앙일보, 「이전은 고사 더욱 확장, 이전교섭 중의 여수나병

원」, 1932. 11. 17.

91) 19270413_조선신문_光州癩病院を愈麗水へ移轉;

92) 매일신보, 「여수반도에 대규모 나병원, 광주에 있는 것을 옮겨, 규모확대, 환자격

리」, 1927. 1. 13.

93) 동아일보, 「주요도시순회좌담(117) 제24 순천편 (종)」, 1931.2.3.; 중앙일보, 「이전

은 고사 더욱 확장, 이전교섭 중의 여수나병원」, 1932. 11. 17.

94) 시대일보, 「마산서장의 폭언, 서양사람이면 위생방해이나 조선사람에게는 관계치 안

타」, 1924. 6. 3.

95) 동아일보, 「다시 나병자와 시설에 대하야」, 19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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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혹은 애초에 시설에

서의 나병 치료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이 질문은 이들 나시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즉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근대적 나시설들의 목적

이 단순히 나환자들을 격리시키는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또는 이 두 목적이 혼합된 형태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그리고 격리와 치료라는 목적이 혼합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혼합되

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근대 나시설에서 나환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 핵심

적인 요소는 대풍자유제의 사용이다. 근대 서양 의학이 조선에 들어온지 수십년

이 지난 1900년대 초반까지도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재는 존재하

지 않았다.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에는 중국

에서의 대풍창 치료법이 다양하게 실려 있지만, 이중 효과가 있는 것은 존재하

지 않았다.

서양나병원과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소록도자혜병원(소록도갱생원)은 환자의

입퇴원 및 관리 면에서 있어서 차이를 보였지만, 나병 치료에 있어서는 모두 근

대 나병 치료법을 받아들였다. 서양나병원과 조선총독부 모두 1910년대부터 보

편화되었던 대풍자유(大風子油)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풍자유는 인도와

버마 등지에서 고대로부터 일반적인 피부병과 나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

(대한나관리협회, 1988) 중국에서는 남송 시기 동남아시아의 무역의 증가에 따

라 대풍자 열매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Leung, 2009). 명나라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실리기도 했다. 조선에는 『의방유취』에 처음 소개

되었다. 『의방유취』에는 대풍유(大風油)가 대풍의 치료제인 추풍산(追風散)을

조제할 때 다른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대풍자는 조

선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거나 남방 지역에

서만 생산되는 약재였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싼 가격 때문에 조선

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양, 특히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찍부터 한센병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대풍

자유를 서양은 19세기 중반 경 아시아 식민 경영 중에 발견하였다. 인도 벵갈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사인 모넷(Monat)이 1857년경 대풍자유로 한센병환자로

치료한 결과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많은 유럽 의사들이 대풍

자유를 사용하였고 좋은 결과를 보았다는 보고를 했다(Cole, 1933: 161).96) 이후

96) 그러나 대풍자 열매가 정확히 어떠한 나무에서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동안 논란

이 있었다. 대풍자 열매가 생산되는 북동부 인도와 버마 지역에서는 몇 가지 나무를

모두 대풍자 나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901년 인도식물조사

(Botanical Survey of India)의 책임자였던 Prain이 버마에서 대풍자 나무를 확인했다.

이후 정확히는 대풍자유는 몇 가지 다른 나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알려졌고, 이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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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리프(Barrowcliff)와 파워(Power)가 대풍자유산의 구조를 밝힌 보고서를

1907년에 출판함으로써 대풍자유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전게서: 162). 이때

부터 대풍자유 계열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

으나, 이것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

다.97)

대풍자유는 처음에 입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특유의 악취

와 자극 때문에 섭취한 환자가 구토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풍자

유를 주사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을 발전시켰으나 이 또한 자극 때문에 환자

에게 고통을 발생시켰으며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자

극을 줄이면서 효과적은 대풍자유 사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190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극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풍자유 주사법을 개발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다. 첫째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원유의 화학적 성

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원유의 자극을 가라앉히는 다른 물질과 혼합

하는 방식이었다. 독일과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엔젤(Engel) 박사는 대풍자유의

에칠에스테르(ethyl ester)를 조제하여 주사용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1908년에

베이어사(bayer and company)가 안티레프롤(antileprol)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9년 홀먼(Hollman)과 딘(Dean)이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풍자유 에칠에스테

르의 사용이 급증했다. 이 방법은 필리핀 쿨리온(culion)섬에서 계속 발전하여

자극성이 극도로 낮아진 대풍자유 혼합물이 개발되었고, 이후에는 자극을 낮추

기 위하여 요오드나 크레오소트(creosote)와 같은 물질들과 혼합되기도 했다(전

게서: 180-183).

이렇게 개발된 대풍자유는 1916년 무렵에 조선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안티레프롤이 이미 1908년부터 판매되었기 때문에 1908년 이후 조선에 들어왔

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사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에서의 대풍

자유 사용에 대한 최초의 자료는 부산나병원의 매켄지(Mackenzie)가 기록한 것

이다. 부산나병원장이었던 매켄지는 1916년 광주나병원의 윌슨(Wilson)이 개발

한 대풍자유 치료법을 도입했다고 기록했다. 그에 따르면 광주나병원의 1915년

연례보고서에 윌슨이 입원환자 중 약 75%가 병이 호전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

무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기름을 모두 대풍자 계열 기름(Chaulmoogra-group oil)이라

고 불렀다. 1904년 Power와 Gornall이 대풍자유 씨앗의 구성성분을 확인하고, 한센병

의 치료효과를 갖는 것이 대풍자산(Chaulmoogric acid)임을 밝혔다.

97) 이 때문에 대풍자유 외에 다양한 기름들이 시도되었다. 피지 등의 남태평양 섬에서

는 Dilo oil이 사용되었고, 이외에 대구간유(cod liver oil), 유칼립투스유 등의 기름들

이 사용되었으나 결국 대풍자유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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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적었다. 윌슨은 대풍자유와 장뇌의 혼합물을 주사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효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는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 병을 쉽게 저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98) 윌슨은 필리

핀 쿨리온섬에서 일했던 하이저 박사의 권유로 대풍자유를 사용했는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던 에칠에스테르 방식이 아닌 장뇌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는 첫 달에 매주 2cc씩 주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cc씩

증가시켜 다섯 달 째에는 6cc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대풍자유를 사용했다. 보통

토요일 오후에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일요일은 쉬도록 하였다. 이렇게 3~4개월

치료하면 호전하는 것으로 보고했다.99) 1910년대 초반과는 달리 1917년 이후에

서양의사들은 대풍자유 피하주사법으로 환자치료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으

로 보인다. 부산나요양소의 매켄지는 1921년 보고서에서 4년전(1917년)까지 수

용환자의 사망률은 연평균 25%였지만 1921년에는 대풍자유를 사용함으로써 중

환자만 받는 상황에서도 사망률이 7%로 감소했으며, 1922년에는 2.5%로 떨어졌

으며 이 중 절반은 열병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기록했다. 또한 그는 이미 9명의

완치환자를 퇴원시켰다고 기록했다.100) 이렇듯 광주, 부산나병원에서는 대풍자

유와 장뇌의 혼합제를 피하주사법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그

결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일본 역시 1910년대부터 다양한 한센병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1897년 제1회 국제나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일본의 저명한 피부학자인 토히 게

이조(土肥慶藏)는 당시의 다양한 한센병 치료법인 대풍자유, 크레오소드, 투베르

클린, 요오드, 나스틴, 테트로드독신 등을 소개하는 책을 썼는데, 이중 대풍자유

가 가장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그는 1916년 일본피부과학회가 발

행하는 『피부과 및 비뇨기과 잡지』에 「나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대풍자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특히 결

절나에 대해서 대풍자유 주사의 효과가 크지만, 이 약들이 모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격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의 격리정책의 효과를 참조하여 일본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1) 또한 제1회 국제나회의 참석한 기타사토 시바사

부로(北里柴三郞) 역시 1916년에 열린 “폐결핵과 나예방요법” 이라는 특별강연

98) Mackenzie, N. 1916, “Without Camp”; 정근식, 1997b,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

치」, 『한국사회사학회』51, p.233에서 재인용.

99) Fowler, 1921, “조선 나병환자 치료법”; 정근식, 1997b,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

치」, 『한국사회사학회』51, p.234에서 재인용.

100) McKenzie, N. 1921. “”Leper Work in Fusan”. KMF 17(4); 정근식, 1997b, 「식민

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한국사회사학회』51, p.235에서 재인용.

101) 소록도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국립소록도병원, 201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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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풍자유가 치료성적이 좋다고 주장했다.102)

소록도자혜의원에서는 1921년경부터 대풍자유 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는 1921년 12월 24일 「난치의 나병을 대풍자유로 치료, 총독부의원장

이 선교사와 제휴하여, 나병환자를 위하여 이 기름으로 주사하면 즉쾌된다」라

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련중앙시험소장으로 있는 경송(慶松)박사103)가 1920년에

대풍자유 속에서 지방산을 분리하여 그 매질을 에스텔과 혼합하여 치료제를 만

드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를 1921년에 소록도자혜의원으로 보내어 환자들을 치료

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104) 이 기사는 또한 이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를105) 정

무총감의 허락을 얻어 무료로 서양나병원에도 분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소개

하고 있다.106) 실제로 소록도자혜의원에서는 1921년 11월부터 10명의 환자에게

히도놀(ヒドノール) 주사를 시도하였고, 1922년 1월부터 총독부의원에서 제조한

대풍자유 제제인 대풍자 혼합지방산 에칠 에스테르 2%, 옥도 함유 에틸에스테

르라는 정제를 복용하도록 하거나, 대풍자유(chaulmoogra) 에칠 에스테르 등을

주사하였다. 대풍자유는 처음 0.5㎖에서 시작하여 5㎖까지 점차 증량하여 주 2

회 가량 근육 또는 피하에 주사했고, 에칠 에스테르는 주 1회 0.5㎖에서 3㎖까

지 주사했다. 주사 치료를 받기 힘든 환자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정제, 또는 대

풍자유를 1일 1.5㎖에서 6㎖를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이런 본격적인 치료는

하나이 원장 부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두 가지 방식 모두 상당한 효과가 있

었으며, 특히 결절이 심한 얼굴을 한 환자도 비교적 단시일 안에 나아지는 사례

102) 北里柴三郞. 1916. “폐결핵 및 나예방요법,” 《조선의학지잡지》 16. 26~33쪽; 소록

도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국립소록도병원, 2017. p.37에서 재인용

103) 이 기사의 경송박사는 약학박사인 慶松勝左衛門일 것이다. 그는 1901년 동경제국대

학 의과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이후에 동경위생시험소기사, 관동도독부중앙시험소장,

남만주철도중앙시험소장을 역임했으며, 1922년 동경제국대학 약학과 교수에 취임했다.

그가 남만주철도중앙시험소장에 있을 때 에칠에스테르 대풍자유의 생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선에서 대풍자유를 만든 사람은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카쿠텐민(加來天

民)으로, 그는 당시 총독부의원 및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시가 키요시

(志賀 潔)의 부탁으로 에칠에스테르 대풍자유를 대량으로 제조했다.

104) 매일신보, 「난치의 나병을 대풍자유로 치료, 총독부의원장이 선교사와 제휴하여,

나병환자를 위하여 이 기름으로 주사하면 즉쾌된다」, 1921.12.24.

105) 에틸에스테르는 커다란 치료센터에서 선호됐다. 에스테르의 주입에 의해서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다른 첨가제 예를 들어 metallic iodine(0.5%)나, 오일 또는 지방

산의 sodium salts 등으로 줄일 수 있다. 서양선교사들의 조선총독부의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이 약제가 에스테르의 주입에서 오는 자극을 제대

로 처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106) 실제로 대구나병원의 플레처는 1923년에 총독부의원으로부터 100명의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대풍자유를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했다. Fletcher, A.G. 1924. “Taiku

Leper Hospital”. KMF 20(11); 소록도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국립

소록도병원, 2017. p.4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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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체중과 영양상태가 입원 전보다 증가한 것으

로 연보는 기록하고 있다.107)

일본총독부에서 생산하여 소록도자혜의원에서 사용된 에틸에스테르 대풍자

유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20년 총독부의

원 및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부임한 시가 키요시(志賀 潔)는 1931년에 총독부에서

제작한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를 소록도자혜의원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경영하

는 나병원에 배급하여 치료한 결과 그 성적이 좋아서 소록도에서 100명에 가까

운 치료환자를 퇴원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108) 다음 표는 1917년부터 1937년까

지 21년간 소록도자혜의원에서의 수용환자수, 퇴원자수, 사망자수 등을 기록한

표이다.

이 표를 근거로 당시 일본총독부에서 생산한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의 효과

를 살펴볼 수 있다. 1921년부터 1930년까지 10년간의 소록도자혜의원 연보에 기

록된 자료를 보면 시가 키요시의 주장대로 실제로 이 기간에 치료퇴원 29명, 경

쾌퇴원 77명으로 총 106명이 퇴원한 것으로 나온다.109) 그렇다면 퇴원환자 100

명이라는 숫자는 치료효과가 좋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전체 수용환자 대비 퇴원률을 살펴보면 이 기간 평균 치료퇴원률은 0.6%에 불

과하며, 평균 경쾌퇴원률은 1.48%에 불과하다. 소록도자혜의원의 한센병 치료의

결과로서 이처럼 낮은 퇴원률을 보았을 때 과연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 치료의

효과가 좋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가

도입되기 이전인 1917년부터 1920년까지 4년간 퇴원환자 수는 불과 경쾌퇴원자

수 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에칠에스테르가 도입된 1921년 이후에 치료 및

경쾌 퇴원자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퇴원률을 보았을 때 치료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망률을 보았을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1917년 소록도

자혜의원에서의 환자 사망률은 17%에 달하는데 즉 전체 수용환자수 99명 중

26명이 사망했다. 첫해 준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석해도 1918년부

터 1921년까지 평균 환자 사망률은 7.15%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1921년 에

틸에스테르 대풍자유가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자 1922년부터 사망자수와 사

망률은 극적으로 낮아진다. 1922년부터 1930년까지 평균사망률은 2.25%로 이전

의 7.15%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이러한 치료성적을 보았을 때 에칠에스테르

107) 昭和 4年 小鹿島更生園年報. 32-34쪽.

108) 志賀潔. 1931. 癩의 歷史와 癩菌의 硏究, 朝鮮社會事業 9(4).;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국립소록도병원, 2017. pp.42. 재인용.

109) 치료퇴원과 경쾌퇴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완치에 있어서 세균의

유무를 중요시했던 일본의 의사들의 경향을 보았을 때, 치료퇴원은 완치된 상태 즉

세균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 그리고 경쾌퇴원은 세균은 보이지만 일정 기간 증상이

거의 사라진 환자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88 -

그림 3. 소록도자혜의원/갱생원 치료·경쾌·사고퇴원 및 사망자 수 변화

(1917-1937년)

출처: 소록도자혜의원/갱생원 연보에서 재구성

대풍자유의 효과는 환자가 완치나 완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위중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선교사들은 일본총독부에서 생산하여 무료로 공급하는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에 대하여 장뇌 대풍자유와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좋지 않다고 평가

했다. 부산나병원의 매켄지는 1926년 보고서에서 총독부에서 받은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는 그 자극 때문에 환자들의 통증을 유발되므로 사용결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아 실망했다고 기록했다. 광주나병원의 윌슨 역시 장뇌 대풍자유가 에틸

에스테르 대풍자유 보다 치료 성적이 더 낫기 때문에 에틸 에스테르 치료법을

포기했다고 기록했다.110) 한편 선교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뇌 대풍자유의

효과가 뛰어나며, 그 결과 완치환자가 1922년 이미 9명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했

110) Without the Camp 109, 1924; Without the Camp 111, 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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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양선교사들이 사용하는 장뇌 대풍자유의 효과가 소록도

자혜의원에서 사용한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보다 효과가 더 좋았을까? 그러나

치료성적을 가지고 바로 두 치료약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

면 한센병환자 치료에 있어서 대풍자유 외에 충분한 영양,111) 휴식 등과 일반적

인 건강상태의 증진,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를 환자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 수년씩 걸리는 장기간의 치료를 환자가 견디며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작업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Wilson, 1930). 즉 치료제 외에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양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나

병원이나 소록도자혜의원이나 모두 대풍자유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망률의 감소

에 큰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고, 이는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나 장뇌 대풍자유나

모두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 클리온에서 활동했던 세계

적인 한센병학자 뮤어(Muir)는 에틸에스테르 대풍자유나 장뇌대풍자유나 모두

효과가 있으며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Muir, 1931).

그러나 완치환자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나병원과 소록도자혜의원에는 큰 차

이가 존재한다. 소록도자혜의원은 대풍자유를 사용한 1921년부터 1930년까지 10

년간 불과 18명의 환자만 치료환자로 퇴원했는데, 치료환자 퇴원률은 불과

0.6%에 불과했다. 완치된 치료환자는 아니지만 같은 기간 그에 버금가는 경쾌

퇴원환자 역시 퇴원률이 불과 1.48%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나병원은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완치환자로서 퇴원했다.

부산나병원의 경우 완치되어 퇴원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나병원 근처에 마을

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수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나병원의 윌슨은 이들

퇴원자들에게 퇴원해서 주의할 사항도 교육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첫째, 다른

이들과 분리해서 생활할 것이며 다른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셋째, 병이 재발할 때의 증상을 유심히 살필 것, 마지

111) Keil, E. G., 1933, “The Importance of Nutrition in the Prevention and Cure of

Leprosy”,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1(4), pp.393-399. 이 논문에서 저자는

Rogers와 Muir는 한센병을 기본적으로 빈곤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요인

보다 생활수준의 상승이 자연적으로 한센병의 퇴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고 소

개하고 있다. 이는 노르웨이의 한센병학자인 Lie 박사가 노르웨이에서의 한센병환자

의 극적인 감소는 강제격리의 요인보다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

장한 것과 일맥상통한 주장이다. 좋은 환경에서 한센병은 자연치유되는 경향이 있다.;

Report of the Leonard Wood Memorial Conference on Leprosy, held in Manila,

Philippine Islands, January 9 to 23, 1931, (reprinted from the Philippine Journal of

Science, 1931, vol. 44. no. 4. April, pp. 449-480)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2(3), pp.32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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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Wilson, 1930: 25). 그렇다면 이 완치자 수

의 차이는 단순히 치료약의 효과 차이일까? 그러나 치료약의 차이보다는 완치

에 대한 기준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근대적인 대풍자유 치료

제가 발전함에 따라 치료된 환자수가 증가하자 과연 이들이 정말로 완치되었는

가에 대한 논쟁이 일반 의사들과 세균학자 사이에 벌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적 나병은 세균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세균의 유무

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완치에 있어서도 세균학자들은 세균의 유무가 중요하

다고 주장했다. 즉 환자에게 있어 완치의 기준을 나균이 사라진 것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세균학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임상의들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완치(cure)는 이전의 기능적 건강으로의 회복과 그로 인해서 환자가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이들은 세균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치를 세균의 유무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세균의 유무를 판단하는 다른 용어를 쓸 것을 요구했다(Maxwell, 1935:

351-352).

실제로 1909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나회의에서는 나병에

대한 임상적 실험의 결과 현재 특정한 치료법은 없지만, 계속해서 치료법을 찾

는다면 이 질병이 치료불가능하지 않다고 결의했다. 완치에 대한 세균학자들과

임상의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

치료법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세균이 없는 상태를 완치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환자들이 완치되기란 극히 어렵게 되며, 이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도 이 질병이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 결과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게 되며, 근대의학의 치료법을 따르기보다는 대안

적인 전통적인 의학이나 미신에서 그 치료법을 구하게 될 확률이 높게 된다. 또

한 사회에서도 이 질병이 치료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치료된 환자를 다시 받기 보다는 계속 시설에 격리시키는 것이 낫

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완치와 퇴원의 기준

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한 국가에서 벌어졌다(Rose, 1933: 337-340).

그러나 세균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정확한 세균검사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균학자들은 임상적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몸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나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

각을 했다. 또한 임상적으로 증상이 사라져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던 환자들

중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도 세균학자들의 이러한 생각의 뒷받

침이 되었다. 병균이 치료된 것으로 판단된 환자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은 그 환자를 통해서 건강인에게 병균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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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이들 환자들을 계속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되었다. 저명한 한센

병학자이자 당시 필리핀 보건부 나치료소 감독관이었던 로드리게즈(Rodriguez)

는 1930년대 소규모 연구조사에서 위생, 음식, 행동 그리고 한센병치료에 있어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퇴원한 “음성(negative)” 환자 5명 중 4명이 4개월에서 3

년 이내에 재발하였음을 보고했다(Rodreguez, 1935). 이러한 이유에서 환자와

완치된 환자 등을 어떠한 호칭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1931년

1월 9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레오나르드 우드 기념 나회의

(Leonard Wood Memorial Conference on Leprosy)에서 적절한 용어사용에 대

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현재 임상적, 현미경적 증거가 있는 경우 활동성환자

(active cases), 임상적, 세균학적 증거가 최소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휴면환자

(quiescent cases), 그리고 이러한 휴면상태가 최소 2년 이상인 경우 중단환자

(arrested cases)라고 부를 것을 결의했다. 또한 중단환자로 판단된 사람들에 대

해서는 퇴원 후 예방적 관점과 환자의 복지적 관점에서 계속 관리해야할 필요

성이 논의되었지만, 관리의 강도 및 기간에 논쟁이 있었다.112)

레오나르드 우드 기념 나회의에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

수의 저명한 한센병학자들만 초대받았다. 초청받은 학자들은 이전에 상당한 업

적이 있거나, 국제연합 한센병 위원회(Leprosy Commission of the League of

Nations)의 회원들이었다. 조선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은 초청받지 못했으나 일본

의 토호쿠 오타(太田正雄) 박사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

고 있는 용어, 병형, 하위병형, 검사와 치료의 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한센병

치료와 관리 정책의 발전에 토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회의 결과

완치를 비롯한 다양한 용어들과 기준들의 표준안들이 결정되고 결의되었다. 그

러나 완치와 관련된 용어와 기준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들은 일본과 식민지 조

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서양나병원과 소록도자혜의원

에서는 활동성환자(active cases), 휴면환자(quiescent cases), 중단환자(arrested

cases)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서양나병원은 주로 임상적 증상에 근

거하여 완치를 판단한 반면 소록도자혜의원에서는 임상적 증상뿐만 아니라 세

균학적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완치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서양나병

원에서는 퇴원자가 계속 발생하였지만, 소록도자혜의원에서는 퇴원자가 많지 않

았다.

근대 서양의학이 실제로 나병 치료에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과 별개

112) Report of the Leonard Wood Memorial Conference on Leprosy, held in Manila,

Philippine Islands, January 9 to 23, 1931, (reprinted from the Philippine Journal of

Science, 1931, vol. 44. no. 4. April, pp. 449-480)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2(3), pp.32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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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민지 시기 나환자의 근대의학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

다. 나환자들은 근대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병원에 입원하기를 희망하였

고, 수용능력의 한계로 나병원 주변은 항상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가득했

다. 실제로 완치의 정의와 기준에 있어서 논쟁은 있지만 초기 환자에 대한 대풍

자유 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양나병원에서는 완치 판정

을 받은 환자가 등장했다. 또한 서양나병원에서는 치료에 있어 노동치료나 마사

지 그리고 충분한 영양공급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는 안정적

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었다. 윌슨은 『국제나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에 「709명의 환자에 대한 통계적 자료」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실었

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1933년 여수나병원에서 수용된 709명의 나병환자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했다(Wilson & Kang, 1934). 윌슨은 이 논문에서 일정한

기간 입원한 환자 중 513명(72%)의 환자가 “상당히 치료되었다(much

improved)”, 105명(14%)의 환자가 “약간 치료되었다(only slight improvement)”,

그리고 30명(4%)의 환자가 “그대로(the same)”이며 17명(2%)의 환자가 “더 악

화되었다(worse)”라고 답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나병원 내부에서 치료의 발전과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나병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었다. 1920년대 초반 나병원에서

나병환자가 완치되었다는 기사가 몇 번 소개된 이후,113) 1920년대 중반 이후로

는 그러한 기사는 더 이상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서양나병원에서 많은 환자들

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고 있었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로 인하여 상당

한 효과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언론은 소록도자

혜의원에서의 완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 나

병은 점차 “치료불가능한 질병”, “천형병” 등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묘사되

었다. 나병의 치료불가능성은 나병환자를 도시에서 추방하고 나시설에 고립시켜

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나병의 치료불가능성은 언론에 등장하는

나병원의 명칭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는 의미의 “나병원”은 점차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20년대까지 광주

(여수), 대구, 부산 나병원, 그리고 소록도자혜의원으로 불리었던 나병 치료공간

의 명칭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병원”이라는 명칭 외에 나환자의 격리 공간

을 의미하는 “요양소(요양원)”나 “수용소” 등의 명칭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식

민지 기간 동안 광주(여수)나병원은 명칭에 있어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병원

의 호칭을 버린 적은 없었으며, 부산과 대구나병원은 명칭에 있어 변화가 없었

113) 동아일보, 「나병환자 오인 전치」, 1923. 8. 3.; 동아일보, 「나병전치자 삼인」,

1923.9.18.; 동아일보, 「나병전치 양인 퇴원」, 1923.11.17.; 매일신보, 「나병환자 전

유」, 19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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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록도자혜의원은 1934년 9월 29일 「조선총독령 제98호」에 의하여 명칭이

소록도갱생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실제로 소록도라는 공간이 환자의 치료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으로 그 중심축이 변화함을 의미했다. 한편 언론은 나병 연구와

치료법의 발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지만, 서양나병원에서의 완치

환자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

에서 서양나병원은 부랑나환자의 온상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기사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가 관심 있었던 것은 환자의 수용이었지 실제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언론은 나환자의

도시에서의 추방과 시설에로의 이송 및 격리에 관한 기사들만 소개하였다. 즉

사회에서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이 질병에 걸린 나환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

회에서 제거되어야할 존재가 되었고, 근대 나시설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격리

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나시설의 존재는 그 안에서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는

가와 무관하게 나환자를 사회에서 추방하여 시설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이다.

3) 절대종생격리정책의 탄생과 시설에서의 인권탄압

조선사회는 점차 확산되는 부랑나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총독부 및 위

생을 담당하는 관청과 경찰에 진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24년 5월경 마산

에서는 시민들의 여러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기 위하여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총

독부 이하 각 관청과 교섭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제들이 의제로 올랐는데, 이

중 당시 마산 시내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나환자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

에게 전달했다.114) 이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의 시민들은 도시의

부랑나환자를 단속하여 격리하거나 추방해줄 것을 총독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총독부는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조선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랑나환자 처치를 하지 못했다.

나환자 처리 문제에 대한 식민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조선사회의 적극

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계 민족 엘리트층은 식민지 정부의 소극적인

한센병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조선

에 서양 선교사들이 설립한 3곳의 나병원과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소록도자혜의

원이 있지만 조선인이 세운 나시설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더 많은 한센

114) 시대일보, 「마산서장의 폭언, 서양사람이면 위생방해이나 조선사람에게는 관계치

안타」, 19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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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센병 시설을 설립할 목적으로 1931년 9월 24일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115)를 창립했다.116)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창립 과정에

서 전라남도 지역에서 한센병 사업에 종사했던 최흥종 목사가 핵심 역할을 했

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81).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첫 번째 사업은 경성부

내외에 있는 나환자 20여명을 여수나병원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경비 약 천원을

모금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1932년 1월 19일 경성 중앙기독청년회과에서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백관수, 김병로, 최흥종을 실행위원으로 하여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117)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이 자리에서 대구나병원장 플

레처 박사의 경북 나환자 20년 근절안을 토대로 만든 ‘전조선 환자 20년 근절

안’을 회의에 상정 및 토의해서 더욱 연구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118) 또한 조

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단체의 취지서를 수만 매 인쇄해서 각 방면에 배포하여

단체와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했다.119)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설립취지서

의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15) 당시 신문은 이 단체의 이름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조선나병환자구제회로 처

음 소개되었다가, 이후에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 그리고 이후에는 조선나병근절책연

구회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대한나관리협회가 편찬한 『한국나병사』에는 조선나병근

절책연구회로 소개되어 있다. 처음에 여러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 단체의 장정과 취지

서를 작성하면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라는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

기서는 나관리협회의 『한국나병사』에 소개된 것을 근거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라

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와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명칭에서 전혀 다른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이 단체의 주요

참여자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흥종 목사가 처음 여수나병원의 환

자상조회와 함께 이 단체를 설립하려할 때에는 환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목표로 하다

가, 이후에 건강인 유지들이 이 단체의 핵심 구성원이 되자 그 목표를 환자에서 한센

병의 근절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한센

병의 근절뿐만 아니라 한센병환자의 구제도 취지문에 포함시켰다.

116) 동아일보, 「나병환자 구제」, 1931.9.26.; 동아일보, 「사회유지의 발기로 나병구제

연구회」, 1931.9.26.; 동아일보, 「나병구제회 위원회 개최」, 1931.9.30.; 동아일보,

「도처에 병균전파하는 나환자가 만팔천인」, 1931.10.21.; 매일신보, 「윤치오씨가 솔

선 이백원을 의연, 일반위원은 감격불이하며 사회동정을 대망」, 1932.1.21.; 매일신보,

「천원만 있으면 격리는 무난, 주제연구회에서 궐기하여 일반 여론을 환기」,

1932.1.21.; 동아일보, 「나병근절회 장정과 취지」, 1932.1.26.

117) 매일신보, 「천원만 있으면 격리는 무난, 주제연구회에서 궐기하여 일반 여론을 환

기」, 1932.1.21.; 이 자리에서 이 단체의 위원이었던 윤치오는 솔선해서 이백원을 기

부했다. 매일신보, 「윤치오씨가 솔선 이백원을 의연, 일반위원은 감격불이하며 사회

동정을 대망」, 1932.1.21.; 그러나 이 사업은 조선총독부의 모금활동 방해로 조선나병

근절연구회가 아닌 경성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아일보, 「여수병원 기타

지방에 부내 나환자 이송, 부민의 대협위든 문제 해결, 근절연구회는 해산」,

1932.6.24.

118) 동아일보, 「근절안 토의, 19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각 부서도 결정」, 1932.1.21.

119) 동아일보, 「나병근절회 장정과 취지」, 1932.1.26.



- 95 -

나병의 절대근절이 필요한 이만큼 나병의 절대격리하는 것은 일일이라도 

지완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데 격리하는 데는 그 안전과 위안과 

밑 의료가 없을 수 없으니 차는 예방과 구제가 둘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조선에 나병환자는 지금 만일만육천을 계한다. 삼십년 전 지소수

에 비하야 삼십년 후 금일에 여사히 증가된 것이 이에 놀라울 사이어든 삼

남 각지로부터 북선에 까지 퍼져 가는 병마의 발호는 실로 전민족의 생명

을 녹여내려하고 구제되지 아니한 나병자들의 그지없는 방랑은 사회풍화와 

민중보건상에 더할 수 없는 위해가 되는 것이다. … 격리의 취지는 타에 재

치 아니하니 교통과 접촉과 매개로서 병균의 번식을 근절하자 함이 유일의 

목적이오 이 때문에는 기후와 물산이 적당한 격리도의 선택과 농예와 공작

으로 그 생활을 자급하고 그 위안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나병

자구제의 사업은 차등을 실현함으로써 그 취지를 관철하는 것이니 이 때문

에는 내외각계의 온갖의 지지와 조력을 요할 바이오 또는 유식자와 독지가

의 공사각계의 합작을 기하는 바이다. 인도의 대의로는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의 혈성 있는 사녀들은 어찌 성과 역을 모으지 아니

하랴? 민중보건에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자!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인이 경영

하는 나시설의 설립이었으며, 나시설에 나환자들을 강제격리함에 있었다. 이러

한 목표를 위하여 이 단체는 각지에서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다. 1932년 5월 이

단체가 받은 동정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일봉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

총독, 금일봉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 정무총감, 금일봉 한이왕 장관, 금

일봉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 경무국 위생과 기사), 금일봉 송본성, 이백원 윤

치호, 금일봉 가토 게이자부로(加藤敬三郞), 금일봉 박영철, 백원 김연수, 백원

동일은행, 오십원 무명씨.120) 이상과 같이 일본 총독, 정무총감 등 총독부에서도

이 단체의 활동에 찬동을 보냈다. 그러나 1932년 후반으로 가면서 조선나병근절

책연구회의 이러한 활동은 조선총독부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121)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조선의 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부랑나환자들을

격리시키는 활동을 하였으나,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십 수 년 동

안 하지 못했던 사업을 조선민족 엘리트들이 해결하려 하고, 또 실제로 성과를

120) 동아일보, 「나병환자에게 동정금답지, 동정금이 들어오기 시작, 구제회인사활동」,

1932. 5. 8.

121) 국립소록도병원, 2017a,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

편』,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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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조선나병근

절책연구회는 조선총독부가 설립하고 운영했던 소록도자혜의원과 관계하는 것

이 아닌, 서양선교사들이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부산, 여수의 나병원들

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선인 스스로 나병 관리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총

독부 입장에서 민족엘리트들을 견제하고 방해할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사회는 확산 일로에 있었던 부랑나환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랫동

안 총독부에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선인 민족엘리트들이 서양

선교사들과 손잡고 해결할 경우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발생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모금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이 단체는

1932년 6월 3일에 결의에 의하여 완전히 해산하게 되었다.122)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가 해산된 후 조선총독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32년 12월 2일 재단법인 조선나예방협회를 출범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조선나

예방협회 설립은 상당부분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활동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

다.123) 부랑나환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조선사회의 오래된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총독부가 갑자기 적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 데에는 조선사회의 자주적인 문

제 해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나예방협회의 설립은 이

러한 이유에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930년대 초반 일본에서의 나병환

자에 대한 절대종생격리정책의 성립과 연관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07년 “나예방법에 관한 건(癩予防ニ関スル件)”을 제정하고 1909년부터 부랑한

센병환자들에 대한 강제격리를 실시했는데, 1931년 “나예방법(らい豫防法)”의

개정으로 강제격리의 대상을 부랑한센병환자에서 모든 나병환자로 확대했다. 이

는 1930년대 일본의 파시즘 체제의 전환과 더불어 이루어진 조치로 나병환자에

대한 절대격리의 이념이 이때 수립되었다. 또한 대만에서도 1930년 12월 나환자

시설인 낙생원(樂生院)이 설립되었고, 일본에서도 같은 해 11월 나가시마에 최

초의 국립수용소인 애생원이 설립되었다.

이렇듯 1930년대 초반은 일본과 일본 식민지에서 한센병 관리정책이 강화되

어 절대종생격리정책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다(정근식, 2013: 6). 한편 후지노 유

타카(藤野豊)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나병정책의 강화를 일제가 만주로 진출하는

제국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124) 즉 만주 침략의 발판으로서

122)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p.83-84.; 동아일보, 「여수병원 기타지방에

부내 나환자 이송, 부민의 대협위든 문제 해결, 근절연구회는 해산」, 1932.6.24.

123)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85.; 국립소록도병원, 2017a, 『소록도 100

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편』, p.93.

124) 국립소록도병원, 2017a,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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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군인들의 신체에 무해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병정책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36년 6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坦一成)는

만주 침략을 위하여 조선을 병참기지화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1932년 조선나예방협회은 1930년대 초반 일본의 파시즘으로 전환 과

정 중에 이루어진 나병환자에 대한 절대종생격리정책의 등장이라는 배경 속에

서, 만주침략이라는 군사적 목적과 조선 내 민족 엘리트 세력의 통제라는 다중

적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

조선나예방협회는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을 비롯하여 이마이다 기요노리(今

井田淸德) 정무총감,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 경무국 위생과장 등이 제창하여,

1932년 12월 23일 정무총감, 경무국장, 위생과장, 학무국장 등이 참여하여 발기

인 대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27일 설립인가를 받았다.125) 조선나예방협회는 설

립취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협회의 창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126)

조선에 있어서도 소록도자혜의원의 확충 및 사립요양소에 대한 보조증액 

등 예의 수용구료의 방도를 강구해 오고 있으나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수용기관의 확장 등 본병 근절계획을 수립하려 하지만 재정사정상 용

이하게 이것이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여긴다. … 고로 여기

에서 유력한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의 동정에 호소, 널리 정재를 모으고 이

에 국고 및 도지방비를 더하여 수용기관을 확장함이 구료 예방시설의 실현

을 촉진하는 길이며 이것이 곧 본병을 하루 속히 근절시킴에 있어 긴요함

을 통감하는 바다.

즉 이 단체의 목적은 나병환자 격리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데

있었다.

조선나예병협회는 이마이다 기요노리 정무총감이 회장이 되었고, 이케다 기

요시 경무국장이 부회장, 그리고 나시키 산케이 외생과장이 이사가 되는 등 관

주도 협회의 성격이 강했다. 첫 번째 사업은 부랑 한센병환자 약 이천 명을 추

가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모금하는 것이었다. 3개

년 사업으로 193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첫해 400명을 수용하고, 그 다음해

에 천명, 마지막 해에 600명을 추가 수용하는 것이 사업계획이었다. 경비는 총

610,000원으로 3년간 국조 보조로 110,000원, 도지방비로 120,000원, 일반인 기부

편』, p.93.

125) 조선나예방협회, 1933, 『조선나예방협회요람』.

126)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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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30,000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127) 그러나 실제로는 도지방비로 170,000

원, 그리고 일반인 기부로 270,000원을 충당하였다.128)

조선나예방협회의 모금활동은 성공적이었고 1933년 말에는 초기 계획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금하였다. 예상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자 조선총독부

는 당초 계획한 수용환자수보다 1,000명을 증원하여 총 3,000명을 수용할 시설

로 확충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모금형태는 일반인의 기부였지만 실제

로는 상당히 강제적인 모금이었다. 매일신보는 주기적으로 각도별 모금액을 발

표했으며, 관리들에게는 급료를 떼고, 일반주민, 학생, 죄수에게까지 기부금을

내도록 강제했다.129) 그 결과 소록도자혜의원은 총 3차에 걸친 확장공사 끝에

6,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용하게 되었다. 한편 제1차 확장공사 공사 중이던

1934년 9월 14일, 칙령 제260호 「조선총독부 나요양소관제」가 공포되면서 이

에 근거해 지방관제에 속해 있던 소록도자혜의원은 조선총독부 소속의 나요양

소 관제로 재편되었다. 같은 해 9월 29일에는 「조선총독령 제98호」에 의하여

명칭을 소록도자혜의원에서 소록도갱생원으로 변경하였다. 동시에 나요양소 관

제 변경을 통해서 의사 및 직원들의 수를 점차 늘려나갔다.

1935년 4월 20일에는 제령 제4호로 「조선나예방령」을 공포했다. 「조선나

예방령」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나병 관리 정책은 기존에 부랑나환자 관리 중심

의 정책에서 모든 환자에 대한 종신격리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법은 1931년

제정된 일본의 「나예방법」의 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나환자에 대한 절대종생

격리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의 나환자의 통제를 용이하기 위

하여 소록도갱생원 원장에게 징계검속권을 부여하여 규정을 위반한 환자에 대

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선나예방령」에 의하여 나환자에 대해서 어

떠한 사회생활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제3조를 보면 나환자가 업무상 병독

(세균)전파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또한 시장, 극

장, 기타 다중의 집합장소에 출입을 금지시켰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만지는 모

든 물건의 매매 및 접수를 금지하였다. 즉 이 법에 의하여 나환자는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구걸할 수도 없게 되었다.

특히 3조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제11조에 의하여 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강제력이 매우 높은 법이었다. 이로써 나환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었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

127) 매일신보, 「정부의 보조와 함께 민간의 기부받어, 3년 계속 사업으로 완성할 터,

거룩한 사업에 모이자」, 1932.11.23.

128) 국립소록도병원, 2017a,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

편』, p.96.

129) 위의 글,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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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록도갱생원의 수용정원 및 수용현원 변화(1917-1944년)

출처: 소록도갱생원 연보 (1947년)

환자 관리시설에 격리당하거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집에

서 숨어 지내는 것이었다.

3차에 걸친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록도갱생원의 나환자 수용 능력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제3차 확장공사가 완료된 1940년 수용환자수는 6,136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1929년 735명에 비해 11년 동안 5,401명이 증가한 것이다. 급격한

나시설의 확장과 수용환자의 증가는 시설 내 환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가

져왔다. 첫째, 확장 공사 기간에 수용된 나환자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조선나예방협회의 성공적인 모금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록도갱생원의 확장은 엄

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록도 당국은 수용된 나환자에게 노동

을 강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꾀한 것이다. 나병으로 인하여 상처에 취약하

며, 팔 다리의 조그마한 상처도 큰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은 나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1936년

부터 1942년까지 소록도갱생원에 수용된 인원이 수용정원을 상회하기 시작하였

다. 정원에 비해 수용된 인원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나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의

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셋째, 1937년 7월 발발된 중일전

쟁은 소록도 내부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조선나예방협회의 기금은 제

1차 공사 때만큼 모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록도갱생원 확장 공사에 나환자들

은 더욱 착취당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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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갱생원의 확장공사에 나환자들이 동원되는 상황과 더불어, 시설 내 격

리된 나환자들의 급증의 결과는 극단적으로 사망률에 영향을 끼쳤다. 소록도에

서의 사망자수는 확장공사가 시작한 1933년 이듬해인 1934년부터 급격히 증가

하기 시작하여 1935년에 이르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1936년에는 140여 명

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로도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41년에 이르면 전

체 수용환자 중 7.2%인 4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소록도의 사망자 수의 급증은 수용환자에 대한 예산의 급감과도 관련

된 것이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 106). 1935년 환자 1인당 책정되었던 약품치

료비는 50전이었는데, 이는 점차 감소하여 1941년에는 40전으로까지 감소했다.

식비는 1935년 159전이었던 것이 1941년에는 233전으로 증가하였지만, 인플레이

션을 감안하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피복비는 1935년 1인당 24전이었던

것이, 증감을 거듭하다가 1941년에도 그대로 24전이었다. 소록도갱생원의 무리

한 확장과 중일전쟁의 발발로 인한 극단적인 예산절감은 환자의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의식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심지어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에는 환

자들의 헌금과 사은갱생작업으로 제2차 확장공사 중 등대, 종루, 납골당의 건설

이 완료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 122).

소록도갱생원 내의 극단적인 상황의 악화는 환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이

에 따라 환자 사이 또는 환자와 직원 사이에 충돌이 잦아 졌고, 도망자 수도 점

차 증가하게 되었다. 도망자 역시 1935년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급증하기 시작

했다(전게서: 132). 소록도 내부에서의 환자의 불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데 조선

나예방령의 ‘환자징계검속규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징계검속규정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반한 환자에 대한 징계로서 가볍게는 근신과 감식

에 처해지고 중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금실에 30일 이내부터 60일까지

연장하여 감금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강제격리정책이 강화되면서 서양나병원과 소록도갱생원에서는 단종수

술로 알려진 정관절제수술이 시작되었다.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오직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에서만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는 1910년대 나환자의 결혼 및 단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작된 것은 1915년 젠쇼엔(全生院)에서였다(정

근식, 1997b: 248; 김재형·오하나, 2016: 180). 일본 한센병 정책의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병학자인 미츠다 겐스케(光田健輔)는 1909년 젠쇼엔의 원

장으로 부임했는데 한센병환자의 절멸을 주장하며 결혼을 전제로 남성환자에

대한 단종을 시작했다(藤野豊. 1998: 63).130) 그러나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이라

130) 미츠다 겐스케의 한센병환자에게 단종수술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일본 최초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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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당시 일본사회를 비롯하여 아시아국가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개념이었

다. 미츠다는 이러한 단종수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

다(藤野豊, 2001).

첫째는 한센병환자인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

체에 큰 무리를 가져오고, 그 결과 한센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둘째 이유는 나병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양육되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접촉

을 통해서 나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균에 감염되고 나병이

발병할 확률이 건강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들 아이들은 병에 걸린 허약한 부모의 “병적 정자”를 받아 잉태되고 출

산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의 아이들보다 허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

다. 미츠다 겐스케의 단종수술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나병환자의 혈통을 근절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미츠다 겐스케가 국회나 정부를 상

대로 단종을 주장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논리로, 그는 나병 및 나병환자를 일본

민족의 정화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보았고, 그래서 미츠다는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와 단종수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시행하고 정책에 반영될 숭

있도록 노력했다(山川基, 2010).

그러나 미츠다 겐스케가 나병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실시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일단 많은 수의 나병환자를 시설에 격리수용한

이후 중요해지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미츠다 겐스케

는 나요양소 원장의 징계검속권을 비록하여 단종 등 차별법을 정하는 데 주도

적인 역할을 했는데(정근식, 1997b), 이는 시설의 환자 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였

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입소한 나병

환자도 좁은 공간에서 통제된 생활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불만과 스트레스는

상상하지 어렵지 않다. 이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는 나병환자 수용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질서 유지에 언제나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환자들의 성욕 및 재생산

의 욕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시설에는 환자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격

리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성욕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츠다 겐스

케는 부부생활을 원하는 남성환자에 대한 정관절제수술을 조건으로 부부생활을

허락했다. 즉 아이의 출산을 금지하면서 부부생활을 통해서 환자들의 성욕을 해

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으로서 단종과 부부생활을 결합시킨 것이었

다(藤野豊, 2001). 그러나 일본에서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던 단종수술은 조선

과 대만에 바로 도입되지는 않았다.131)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종수술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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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20년대 소개되어 조선사회에 확대되고 있던 우생학은 한센병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언론 등을 통하

여 소개되기 시작한 우생학은 이미 당시 조선사회 특히 개화지식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신영전, 2006). 우생학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전

반으로 확장되고 “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 시기 우생학적 담론은 정

신병을 개인적 질병이 아닌 사회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우생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이방현, 2013). 또한 질병과는 무

관한 소년범죄 역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로 재범주화 되면서, 이들에 대한

우생학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등장했다(이행선, 2013).

이러한 우생학적 경향은 1933년 9월 14일 윤치호 등의 식민지 지식인을 중

심으로 한 ‘조선우생협회’로 이어졌고, 이들은 우생학적 사상을 활발히 퍼트리고

우생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민족발전을 위하여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정신병, 결핵, 매독, 나병과 같은 악성질환 환자들에게 단종수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2) 일반적으로 우생학은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위하

여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을 도태시키고,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인공적인 개입을 하자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학문

이다. 이러한 우생학의 기본이 되는 생각이 발전되면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은

국가나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더 나

아가면 이들을 사회에서 없애거나 최소한 이들의 재생산을 막자는 주장으로 발

전된다.

1927년 동아일보는 「나병근절은 거세외 무도리, 거세로써 유전방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병환자 절멸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연구도 하고 상당한

의견도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거세를 하여 유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인도상 문제이니 쉽게 채용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현재 조선인에

삼만 명 가량의 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니 거세의 법률

이라도 제정하여 근멸을 하지 않으면 장래의 무서운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시

가 기요시 당시 총독부의원장의 말을 빌어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주장했

다.133) 또한 1930년 『별곤건』이라는 잡지에 당시 저명한 의학박사였던 정석태

131)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은 점차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있었

던 것은 아니었다. 1940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국민우생법에는 나병환자가 제외되었으

나, 법과 무관하게 시설에서의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 및 낙태수술은 빈번하게 이루

어졌다. 한편 일본은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될 때 나병환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단종수술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이에 따라 일본의 시설에 격리된 한센인들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32) 동아일보, 「살인범과 악질자에겐 자녀생산을 금지, 매독환자도 시술 후에야 결혼,

이번 의회에 상정된 단종법안」, 193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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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학상으로 본 산아제한방법론」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이 영구적 피임법으로서는 일생 동안 다시 임신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이 방법을 실시한 후에는 또 다시 후일에 암만 자녀를 기다려도 쓸데없는

것이니 이 방법을 취하게 되는 자들은 대개 악질인 유전성 질환 즉 나병, 정신

병, 매독, 결핵병 등 질병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되나니 남자는 거세, 수정관절

제법에 있고, 여자는 나팔관결자법, 난소적출 또는 X광선으로서 난소 고환의 기

능을 파괴시키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134) 즉 그는 나병, 매독, 결핵과 같은 만

성감염병을 유전성 질환으로 보았고, 이들에 대한 산아제한을 주장한 것이다.

1935년 동아일보는 「살인범과 악질자에겐 자녀생산을 금지, 매독환자도 시

술 후에야 결혼, 이번 의회에 상정된 단종법안」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135)

혈액을 깨끗하게 하야 그 국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악종유전

을 절종시킨 일은 벌써 미국 같은 곳에서는 20년 전부터 30여주에서 나병

자에게 거세를 실행해왔었고 독일 나치스 정부에서는 재작년 7월 26일에 

열성인 단종법을 시행하여 오는 중이지만 동양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법률로 쟁하는 자는 이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살인강도의 범인로 그 

악성질을 유전할 듯 한 사람, 정신광증, 유전적척수병, 조발성 백치증 등 

악질을 유전할 듯 한 사람, 또는 유전성불구, 결핵, 나병 등 중증자로 불정

성아 밖에 못 날 사람들에게는 명령으로써 보성당종이 수술을 하고 만일 

잘못하여 애를 밴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거쳐 낙태를 시키자는 것.

식민지 조선에서의 단종수술은 이러한 우생학적 분위기 속에서 1933년 여수

나병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136) 당시 여수나병원의 원장이었던 윌슨 박사는 장

133) 동아일보, 「나병근절은 거세외 무도리, 거세로써 유전방지」, 1927.4.15. 김재형·오

하나(2016)에서 재인용. 식민지 조선에서 나환자의 수가 3만명이라는 시가 기요시의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식민지 나환자 수는 조사된 환자수와 잠복환자의 추정

수를 합하여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134) 정석태, 1930, 「의학상으로 본 산아제한방법론」, 『별곤건』34호, 1930.11.1. 김재

형·오하나(2016)에서 재인용.

135) 동아일보, 「살인범과 악질자에겐 자녀생산을 금지, 매독환자도 시술 후에야 결혼,

이번 의회에 상정된 단종법안」, 1935.3.8.

136) 1933년은 일본에서 단종수술을 처음 시작한 미츠다 겐스케가 여수나병원을 방문한

해이기도 하다. 그는 조선의 소록도갱생원, 여수나병원, 대구나병원 등 조선의 나시설

을 방문하고, 동시에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주장했다. 그가 방문한 시기와 여수나병

원에서 단종수술이 시작한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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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걸친 나병치료와 수용생활의 어려움을 환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

서 결혼을 전제로 한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실시했다(Wilson, 1935). 강제

로 격리된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소록도갱생원과는 달리 여수나병원은

나환자들이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입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수나병원 역시 많은 수의 환자들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기약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심리상태는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나 소란도 많이 발

생했다. 당시 원장이었던 윌슨 박사는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강력한 규율로서

환자들을 통제했다. 동시에 그는 환자들이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면 더욱 안정적

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종을 전제로 결혼을 허

락한 것이다. 그러나 윌슨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자에게 함부

로 단종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과 식민지 조선, 대만을 제외하

고는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도 한센인에 대한 단종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윌

슨의 단종수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에서의 단종수술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우생학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한편 소록도갱생원에서 단종수술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35년 조선나예방

령이 제정되고 소록도갱생원의 수용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36년이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용 나환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조선나예방령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징계검속권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본 수용시설과 다르게 소록도갱생원에서는 시설의

질서를 어기는 환자를 가둘 수 있는 감금실이 설치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징계

를 가할 수 있었다(정근식, 1997b). 즉 소록도갱생원에서도 여수나병원에서처럼

강제 격리로 인한 나환자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누그러트리기 위하여 한편으로

는 처벌을 통해 억압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종을 조건을 한 부부

생활을 통해 성욕을 해소시킴으로써 환자들을 관리한 것이다(김재형·오하나,

2016: 186). 그러나 소록도갱생원에서의 단종수술은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실시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시설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남성환자들에 대한 처벌 도

구로써 징벌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의사나 직원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환자들은 감금실에서 구금되고 동시에 처벌로서 단종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

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18).

즉 시설에서의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은 사회의 우생학적 분위기 속에서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생학적 분위기와 시

설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두 요소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시설의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한 단종수술의 실시에 있어서 사회의 우생학적 분위기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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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다. 이미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으로 밝혀진지 오래된 질병에 걸린 환

자에 대한 단종수술은 다른 질병 같았으면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우생학적 분위기가 높았던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다른 질병에 걸린 환자집단이나 장애인 또는 악질소인을 갖고 있는 부랑아에

대한 단종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독 나환자에 대해서만 단종수술이 이루

어진 것은 그만큼 당시 조선사회에 나환자에 대한 낙인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근대 나시설인 소록도갱생원과 서양나병원의 목적은 표면적으

로는 환자의 치료에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바

라볼 경우 치료보다는 환자의 격리가 더욱 중요한 목적이었다. 서양나병원과 소

록도갱생원에서의 환자치료에 의한 완치환자의 등장은 시설 바깥의 사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제 치료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사

회는 나병의 치료불가능성에 주목하였고, 치료불가능성은 나환자를 시설에 강제

격리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이후 조선사회

에 유행했던 우생학은 시설에 수용된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요구하기에 이

르렀다. 시설 바깥의 사회에서의 나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강제격리 및 단

종수술에 대한 요구는 시설 내부의 나환자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랑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에 대한 요구는 소록도 나시설의 확장으로 이어졌

고, 이 확장 과정 중에서 나환자들이 강제노동과 생활의 질 저하에 시달렸다.

또한 나시설은 격리 중의 환자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하여 징계검속권에 근거하

여 강압적인 통제를 가했다. 강압적인 통제와 더불어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종수술을 전제로 하는 결혼생활을 허락했다. 사회와 나시설 사

이의 관계, 그리고 나시설 내부에서의 치료와 격리라는 목표 사이의 관계를 다

각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시설에 환자들을 격리

함으로써 사회를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부랑나환자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으며, 나

환자의 치료는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운

영했던 소록도의 나시설과 서양선교사가 운영했던 서양나병원 사이에는 환자의

통제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다. 즉 서양나병원에서의 환자 통제는

소록도갱생원보다 훨씬 유연하고 인도주의적이었으며, 강제격리보다는 치료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나병원의 경우도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강

제격리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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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복 후 절대종생격리정책의 강화

1절. 해방 공간에서 나환자의 사회문제화

1) 나환자의 탈시설과 부랑나환자의 급증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소록도는 일본인 의사와 직원들의 통제력이 사

라지면서 대혼란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한국인 의사와 직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 중에 직원에 의하여 환자 84명이 학살당한 “84인 학살사건”이 발생했으며,

식량 등의 물자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한

강제로 격리당하여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환자들에

게 소록도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

은 수의 환자가 소록도를 떠나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식민지기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부랑한센병환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

다. 제 3차 소록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던 1940년 6,136명에 달했던 소록도의 한

센병환자 수는 1945년 12월에 이르면 4,416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즉 광

복 이후 4개월 동안 약 1,700여 명의 환자가 소록도를 떠난 것이다. 이들 중 고

향으로 돌아간 환자도 있었겠지만, 대다수가 다시 도시에서 부랑했다. 이는 한

번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혀 장기간 격리되었던 환자들이 식민지 기간 나환자

에 대한 낙인이 강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고향에 쉽사리 돌아가지 못했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일제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나온 나환자들은 도시에서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생활했고, 이는 도시민들의 눈에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었다. 이 때문에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부랑나환자가 다시 사회문제화되었다.

1945년 12월 경 서울에서 “문둥이”들이 등장하여 이들을 처치하기 위하여

사회유지들이 해결책을 논의했으며,137) 1946년 초에는 경기, 인천, 개성 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의 “문둥이”들이 “횡행”하고 있어 “국민보건상 우려”가 증대되었

다.138) 당국에서는 이들을 임시수용소 등에 수용하고 소록도로 돌려보내기 위해

서 노력했으나, 증가하는 나환자의 수는 쉽게 감소하지 않았다. 1947년에는 인

천에 수백 명의 “문둥병환자” 들이 부랑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당국에 이들의

137) 동아일보, 「방임된 나환자 소록도로 호송」, 1945.12.10.

138) 대동신문, 「문둥이 횡행」, 194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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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격리를 요구해도 보건당국은 쉽게 대처하지 못했다.139) 비슷한 시기 서

울에서도 부랑나환자 수는 점차 더 증가하여 300명이 넘는 수가 집단을 이루어

도시를 배회하는 것이 도시민들을 자극했다.140)

위생당국은 임시수용소 등을 만들어 이들을 격리시키기도 했으나 물자가 부

족한 상태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식량 등의 부족으로

환자들은 잠시 격리되었다가 임시수용소를 탈출하여 다시 거리로 나갔다. 예를

들어 부산나병원은 광복 후 다시 나환자들을 수용하여 1947년 5월경에는 700명

의 환자들이 시설에 격리되었으나,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한명 없는 상

태에 치료제도 부족했으며, 환자들에게 배급할 식량도 없는 실정이었다.141) 이

러한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부랑나환자 집단에 대하여 시민들은 위생과 치안

상에 있어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으며, 부랑나환자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만 갔다.142) 나시설에서의 식량의 문제

는 소록도갱생원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 1947년 9월경 소록도에서의 식량난으

로 나환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전라남도 각지에 부랑나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전남지사는 도지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해 미곡의 반출량

19만석 중 3천석을 삭감하여 소록도로 수송하기로 결정했다.143) 그러나 소록도

역시 수용환자가 곧 만원이 되었고, 식량난도 해결되지 않아 시설에서 탈출하는

환자들이 속출했고, 더 이상 부랑나환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국의 부랑나환

자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못하게 되었다.144)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경이 되면 부랑나환자들이 도시에서 일으키는 각종

범죄들이 사회문제화되었다. 특히 부랑나환자들의 범죄는 인천을 기반으로 한

지방지인 대중일보에서 주로 다루었다. 대중일보는 1947년 7월 26일에 「문둥이

절도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랑나환자들이 인천 시내에서 절도 등의 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소개했으며,145) 8월 12일에는 인천의 공원들이 “문둥이”

139) 중외신보, 「문둥병환자 인천에 횡행」, 1947. 5. 6.

140) 광명일보, 「물경 나병환자 삼백명 서울시내를 배회」, 1947. 5.11.

141) 부산신문, 「부산나요양원, 의료기관 요급」, 1947. 5.29.; 「나병자수용소는 만원, 식

량배급 못 받는 부민에는 곧 배급, 펜톤씨담」, 1947. 5. 30.

142) 민보, 「문둥병 환자 점증」, 1947.6.13.; 민중일보, 「문둥병환자가 늘어도 시에서는

이를 방치」, 1947. 6.12.; 독립신문, 「문둥병 환자급증, 불안에 싸인 시민들」, 1947.

6.21.; 조선경제신보, 「문둥병환자 점증」, 1947. 6.16.; 광명일보, 「나환자증가」,

1947. 6.21.

143) 독립신보, 「전남에 문둥이 사태, 식량난으로 소록도 수용불능」, 1947. 9.29.

144) 대동신문, 「소록도의 나병환자 탈주 속출」, 1947.12. 6.; 독립신보, 「소록도 문둥

이, 배곱아 계속 도망」, 1947.12.6.; 부산신문, 「식량부족으로 나병환자 탈출」,

1947.12. 7.; 부녀일보, 「나병환자수용에 SOS, 소록도서도 거절」, 1947.10.17.

145) 대중일보, 「문둥이 절도단」, 1947.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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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득 차고 있다고 비판했고,146) 8월 24일에는 다시 “문둥이”들이 절도와 강

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자극적인 단어로 비난했다.147) 1947년 10월 부

인신보는 「문동이들은 처치해주오」라는 제목의 기사로 당시 서울의 부랑나환

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148)

수도 서울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한때 서울시내 거지를 트럭에 실어 멀리 

벽촌으로 보냈다고 하더니 이 거지들은 언제 돌아왔는지 아직도 시내에 와

글와글하고 있거니와 그중에는 ‘문둥’병이 걸려 이즈러진 무서운 얼굴에 원

통 눈만을 반들거리며 가정으로 달려들어 부녀자의 비명을 사고 있다. 일반

시민은 관계당국에 급속히 문둥병환자만은 처치해 주기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오랫동안 치료 받지 못하여 나병이 상당히 진행된 결과 외

모의 변형이 심한 나환자들이 도시 내에서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주는 공

포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건강인 부랑인 문제가 심각함에도, 우

선적으로 부랑나환자 문제를 선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당시 도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48년에도 부랑나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 배회하는 나환자

수는 오백명으로 늘었다는 보고까지 나왔다.149) 이런 와중에 1948년 7월 27일에

는 나환자가 식인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150) 또한 비슷

한 시기 서울 시내에서 나환자가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발각되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151) 증가하는 부랑나환자의 문제와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의 사

회문제화는 1950년대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냉담하고 강경한 사회

분위기는 점차 강화되었다.

146) 대중일보, 「문둥이 주택된 공원」, 1947. 8.24.

147) 대중일보, 「절도질하고 문둥이 강간」, 1947. 8.24.

148) 부인신보 「문둥이들은 처치해주오」, 1947.10.4.

149) 한성일보, 「서울에 오백여명, 문둥병환자 도시서 일소코저 준비중」, 1948. 6. 6.

150) 조선중앙일보, 「희대의 식인귀 출현, 부호나병환자의 전율할 범행」, 1948. 7.23.;

독립신보, 「범인지명수배중, 문둥이 식인사건 속보」, 1948. 7.27.; 조선중앙일보, 「범

인지명수배중, 문둥이 식인사건 속보」, 1948. 7.27.; 평화일보, 「사람고기 먹은 문둥

이 갑부, 서울에서 체포」, 1948. 8.18.; 호남신문, 「사람고기 먹은 문둥이 갑부, 대구

이정우 종로서에 피체」, 1948. 8.18.

151) 부산신문, 「한심한 위생관념, 장안 복판에 문둥이 음식점」, 1948.8.27.; 한성일보,

「문둥이가 음식점 경영 서울거리에 전율할 문둥이 홍수」, 194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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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환자촌 난립 문제

나환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환자촌은 1920년대 경부터 식민

지 조선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록되지 않던 나환자촌

은 1922년 경주군에서 공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어 기록되었는데, 이 마을은

40호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였다.152) 이 외에 식민지 조선에는 경남 함안의 득

성농장이 1927년에, 그리고 1938년에 소아농장 등의 나환자촌이 만들어졌다(정

근식, 2006: 46). 그러나 식민지 후반에 오면 상당히 많은 나환자촌이 전국적으

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산나병원은 부산 인

근의 경상남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나환자촌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나갔

다. 그리고 광복 이후 한센병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시설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 더 많은 나환자촌들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

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30).

1955년 KCAC의 스미스(M. L. Smith) 보건담당관(Health officer)은 1955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경상남도의 나환자촌(colony)들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를

국제한센병 학술지인 Leprosy Review에 실었다. KCAC의 스미스 보건담당관의

보고에 따르면 1955년경 경상남도 정부는 시골에 위치한 나환자촌을 모두 제거

하고 하나의 수용소에 격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경상남도

에는 부산의 나병원인 상애원을 포함 22개의 나환자촌이 존재하고 있었다. 22개

의 나환자촌은 이후에 나병관리협회가 기록한 전국의 정착촌 수와 비교해서 훨

씬 많은 수인데, 22개의 나환자촌 중 상당수는 소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미

스 보건담당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나환자촌은 정부의 통제 바깥에 위치해 있

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나환자촌에 거주하면서 번화가로 나와 구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시골의 나환자촌의 거주자 중 1/3에서 2/3은 그 지역의

지역민으로, 당시 경상남도에서는 마을에 나환자가 생길 경우 근처의 나환자촌

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나정착촌의 나환자들은 그 지역에 가

족과의 연결을 갖고 있었다. 즉 상당히 많은 수의 나환자들이 도시에서 부랑인

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수의 나환자들이 도

시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환자촌에서 생

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환자촌은 정부의 압력과 지역민의 반감에 의해서 언제나 해체의

가능성이 있었다. 지역민들은 나환자촌에 대한 불만을 청원의 형식으로 지방정

부를 통해서 보건사회부에 전달했다. 불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152) 매일신보,「가경할 나병촌락, 경주군 내에서 이번에 발견하였다」, 19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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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나환자촌에서 생산한 농작물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이들이 오염시킨 물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전염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어촌의 경우

는 나환자촌의 주민들이 잡은 물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에 지역민들이 불만

을 갖고 있었다. 지역민들의 또 다른 불만은 나환자촌의 나환자들이 정부나 외

원단체로부터 각 개인마다 3홉의 곡식 등의 배급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스미스

에 의하면 마산, 통영, 울산 등의 나환자촌을 제외하고는 나환자촌의 경제수준

은 대도시의 난민의 삶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지역민의 불만은 정부의 나환자

촌의 해체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스미스는 그 예로 1953년 10월에 울산에

위치해 있던 나환자촌의 전체가 소록도로 이송되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또한 정

부가 소유하고 있는 적산 중 빈 땅에 만들어진 마산의 나환자촌의 경우는 정부

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나환자촌에는 한센병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인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

는데, 남성 환자와 결혼한 여성 건강인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쟁 중 경

찰에 의한 군징집을 피해서 나환자촌으로 피신한 젊은 남성들이 있었고, 마지막

으로 오래된 상처나 화상에 의한 흉터를 한센병의 병변으로 오해해 나환자촌으

로 들어온 건강인들이 있었다. 이들 건강인들은 나환자촌에서 항상 환영받는데,

이들은 건강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농작물의 판매나 물물교환시 외부

의 건강인과 교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환자촌은 고립되어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특

히 거의 나환자촌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원조물자들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원조물자들에는 치료제와 치료에 필요한 연고, 붕대 등의 구급물자들도 포함되

어 있었다. 창녕군에 위치한 나환자촌은 교회 인사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디디에스제(DDS)를 배급받고 있었다.153) 상애원은 지역 미육군과 공군 그리고

CRIK(Civil Relief in Korea, 한국민간구호계획) 물자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스

미스 보건담당관은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들 나환자촌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센병의 전염 가능성 때문이었다. 나환

자촌의 거주자들은 빈번하게 외부로 나와서 구걸행위 등을 했으며, 더 큰 문제

는 나환자촌에 거주하는 건강인들의 존재였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한 자녀들도

전염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염의 위험성은 지역민의 불만

중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나환자촌을 전부 폐쇄하고 사천과 같은 고립된 지역

에 전원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나환자촌 주민

153) 디디에스제(Diaminodiphenly Sulfone)는 미국에서 개발된 한센병 화학치료제로 기

존의 대풍자유보다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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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55년 경상남도 나환자촌(colony) 배치 지도

출처: Smith(KCAC, meidcal officer), Leprosy Review, 26(4) p.124.

의 반대와 예산상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에 정부는 상황이 열악하

고 관리가 어려운 일부 나환자촌들을 해체하고 관리가 가능한 나환자촌들을 인

정하고 정부의 한센병관리체계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나환자촌을 해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랑나환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마련하기도 했다. 1948년 10월 사회부 의

정국에서는 “문둥병 방지에 관한 영구 대책”을 세워 나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

는 “격리부락”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당해 10월부터 다음해인 1949년 3월까지

6개월까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 1억4천7백75만원의 예산을 국무위원회 기획처

등에 제출했다.154) 11월에 가면 이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전남여수 교외

에 있는 고려농장 3천여 정보를 불하받은 다음 이를 확충완비해서 경쾌환자155)

로서 남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없는 환자 약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격리부락을

154) 한성일보, 「사회부서 일억사천만원예산청구, 문둥이부락계획」, 1948.10.24.; 강원일

보, 「나병격리부락기획 일억사천만원 예산 청구」, 1948.10.26.

155) 경쾌환자란 아직 한센병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전염성이 없어진 환

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경쾌환자는 여전히 질병의 영향으로 후유증을 겪거나 또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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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49년 나병관리체계표

출처: 국립나요양소 『연보』, 1949.

그림 7. 1955년 나병관리체계표

출처: 갱생원, 『연보』, 1955.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156)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의 나환자촌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정부나 나예방협회, 또는 각종 종교

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소규모의 나환자촌들이 1940년대 말 전국적으로 건설되

었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30-131). 이때 건설되었거나 확장된 나환자촌으로

는 청원 청애원, 대덕 가양농장, 나주 호혜원, 함안 영생원, 진양 광명원 및 소

아원, 하동 영신원, 합천 팔복원, 김해 덕촌농장, 삼천포 영복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1949년과 1955년의 한센병관리체계표를 비교하면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센병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의 수를 늘리면서 더

많은 한센병환자들을 격리수용하는 흐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 바깥

에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나환자촌을 점차 인정해 가는 흐름이 그것이다. 한

센병환자를 격리시키라는 사회의 요구와 이들을 지역 거점 한센병시설에 모두

격리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환자촌은 점차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

고 국가 한센병관리 체계에 점차 포함되어 갔다.

156) 독립신문, 「사회부서 문둥병자 자최를 감춰? 여수에 갱생부락건설」, 194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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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환자촌의 정착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나환자촌은 지역민

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부터 전북 김제군 월촌면에 있

었던 160명 규모의 나환자촌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 요구에 부딪혀

결국 1947년 3월 완주군 우전면 중인리 냇가로 이전했고, 마을의 이름을 소춘원

이라 했다. 그러나 소춘원은 이후에 인근 지역민의 반발과 전북 도지사의 요구

에 의하여 1948년 1월 익산군의 눈에 띄지 않는 한지로 다시 이전했다. 이전은

주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먼저 소수의 선발대를 보내어 이전에 필요한 최

소한의 거주지를 마련하게 하였고, 나머지 환자들은 당해 5월 무장경찰의 호위

를 받으며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이곳은 다시 이름을 신생원으로 바꾸고 본격

적인 정착을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커졌고, 이후에는 현대식 건물의 진료소도

완성되었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30). 인천에서도 부랑나환자 중 70여 명이

동인요양소라는 이름으로 집단을 이루어 구걸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1948

년 10월 인천시에서 경기도 및 대한나관리협회의 예산 지원으로 이곳을 확장하

고 더 많은 부랑나환자를 수용했다.

이렇듯 광복 이후 기존의 나시설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워지

자 수많은 환자들이 시설에서 나와 전국의 도시에서 부랑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지역의 빈 땅에 집단을 이루어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다. 도시 주민들은 이

러한 부랑나환자 집단 규모의 증가와 이들이 일으키는 여러 범죄들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고, 당국에게 해결책을 주문하거나 지역 유지들을 통하여 문

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후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은 본격적으

로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들

을 임시수용소나 소록도갱생원에 보내어 격리하기도 했지만, 부랑나환자 수는

점점 증가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40년대 말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도 지

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환자에 대한 낙인은 점차 강화되었고, 이들을 모두

강제격리시켜야 한다는 사회의 여론 역시 강화되었고, 이는 추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2절. 나환자 관리 정책의 강화

1) 강제격리정책의 강화와 나시설의 전국화

광복 이후 도시에 다시 등장한 나환자들 때문에 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강해지자 이들 나환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내고 격리시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다



- 114 -

시 시작되었다. 먼저 미군정과 경찰들이 사회 유지들과 협력 하에 부랑나환자들

을 단속하여 소록도로 보내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1945년 12월 경 해

방 후 서울 시내에 방황하고 있는 “소록도 나환자”를 향린원장 방수원 씨가 경

기도 위생과와 협력하여 다시 소록도로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비용은 서울 종로 삼양상회의 이종문 씨가 담당했다.157)

미군정은 1945년 11월경에 이르면 나환자 문제를 인지하고, 이들을 다시 소

록도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다. 1945년 11월 17일에 작성된 주간군정활동보고

서(Weekly Military Occupational Activities Report)에는 “모든 지역에서 조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환자들은 등록되고 있다. 서울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환자들을 모아서 소록도에 있는 국립 나요양소(National Leprosarium)로 보낼

것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58) 한편 미군정은 도시에서 부랑하는 나환자

들을 소록도로 보내기 전에 임시로 격리할 수 있는 임시수용소를 도시에 설치

했다. 부산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인 관리들이 억류하고 있다가 풀어

준 나환자들을 미군정이 다시 단속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영도의 남쪽 끝에

다가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격리하였다가 다시 나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159) 미군정은 각 지역 위생당국과 경찰과 협력하여 부랑나환자들을 단속하

고 소록도로 수송하는 활동을 벌였다.160) 1946년 4월에는 경기, 인천, 개성 지역

에 있는 부랑나환자들을 신당정 230번지(전 마약중독자 수용소)에 임시 수용했

다가 소록도로 보냈으며,161) 같은 해 10월에는 인천 위생과에서 경찰청 및 미군

정과 협력하여 나환자 집단 거주지를 습격하여 26명의 환자를 단속해 당일 소

록도로 보내기도 했다.162) 서울시 보건위생국에서는 1947년 1월경 300명의 환자

를 “소록도수용소”에 소록도에 보낼 배가 인천에 도착하니 모든 환자를 신고하

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163) 이들 환자들은 다음 달인 2월 20일경 인천까지 열

차로 보내졌고, 인천에서 소록도까지 배로 수송되었다.164) 그러나 이러한 당국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증가하고 있는 나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157) 동아일보, 「방임된 나환자 소록도 이송」, 1945.12.10.

158) Weekly Military Occupational Activities Report(covering week ending 2400,

Saturday, 17 Nov 45)

159) 경상남도 군정 역사, p.4.

160) 재조선미군사령부군정청 법무국장대리 조지 앤더슨 소령이 민정장관실에게, 1946년

1월 19일, 제목: 법무국 조사보고서 (형정부 [소청]): 나병원은 보건후생국 관할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록도(Sorong-ni Island)의 나환자 수용소는 행형과의 관할 하에 있

었다.

161) 대동신문, 「문둥이 횡행」, 1946.4.2.

162) 동아일보, 「나병환자들 송환, 인천」, 1946.10.30.

163) 현대일보, 「나병환자 삼백명 소록도수용소에」, 1947. 1.31.

164) 독립신보, 「시내의 나병환자를 소록도로 수송」, 1947.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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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관련 기사가 줄을 이었다.165) 그러나 이미 1947년 5

월에 이르면 소록도의 정원은 가득 찼다는 보도가 나온다. 1947년 5월 29일 경

상남도 펜톤 지사대리는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내에 있는 수용소도 만원이

며 소록도도 만원이기 때문에 부랑 나환자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의 발언을 했다.166)

이러한 미군정과 보건당국 그리고 경찰의 나환자에 대한 단속 활동의 결과

1945년 말 4,416명이었던 소록도의 수용환자 수는 1946년에는 5,748명으로 증가

했다. 즉 1946년 1년 동안 1,332명의 나환자들이 경찰의 단속 등으로 소록도로

보내져 수용되었던 것이다. 소록도 수용환자의 수는 1947년에는 6,254명으로 증

가하는데, 이는 1946년보다 50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1947년의 수용환자수는

심지어 식민지기 최대 수용환자의 수보다 무려 1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소록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수용인원이었다. 이러한 단속은 사회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 이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고, 소록도 내의 시설과 물자 부족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167)

나환자 격리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미군정과 각 지역 보건당국들

은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1947년 11월에는 미군정 보건후생부에서

1948년부터 도가 경영했던 여수, 대구, 부산에 있는 나병원을 국영으로 전환하

여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68) 또한 보건후생부는 기존의 소록도

및 여수, 대구, 부산에 있는 나병원 외에 나환자를 수용할 “나병촌”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1948년 2월 11일 보건후생부장 이용설 박사는 나병을 근

멸시키기 위하여 경북 영천과 충북 청주의 2개소에 나환자를 수용할 마을을 신

설하였는데, 이로서 남한 내의 “나병촌”은 7개소가 되었다고 밝혔다.169) 그는 이

들 나병촌에는 현대적인 나병치료를 할 수 있는 시약소를 설치하여 1947년에는

165) 광명일보, 「문둥병환자 인천에 횡행」, 1947. 5. 6.; 조선경제신보, 「항도인천에 문

둥병자 점증」, 1947. 5. 12.

166) 부산신문, 「나병자수용소는 만원」, 1947.5.30.

167) 민중일보, 「문둥병환자가 늘어도 시에서는 이를 방치」, 1947. 6.12.; 독립신문,

「문둥병 환자 급증, 불안에 싸인 시민들」, 1947. 6.13.; 조선경제신보, 「문둥병환자

격증」, 1947. 6.16.; 광명일보, 「나병환자증가」, 1947. 6.21.; 부인신보, 「문둥이를

처치해주오」, 1947.10. 4.

168) 공업신문, 「문둥병 만연 방지, 대구 등 3개소의 병원을 국영화」, 1947.11.4.

169) 이용설 보건후생부장의 전국에 나병촌이 7개가 되었다는 발언은 2가지의 해석이 가

능하다. 첫째, 당시 전국 여러 곳에 있었더 나환자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의

나병촌이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았을 때, 1948년 당시 정부는 아직 전국의 나환자

촌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연적으로 발생

한 나환자촌이 아닌 정부가 부랑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격리 나환자촌

이 7개소라는 해석이다. 이후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후자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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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에 달하는 환자를 치료했으며, 1948년에는 2개소의 마을을 신설함으로써

약 1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70)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만들어진 보건부는 1949년 “나병박멸”을 가장 중

요한 정책으로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병박멸을 위한 정책은 강제

격리가 유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구영숙 보건부장관은 1949년 7월 취임사에서

나병 문제용소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갑수 보건부차관이 현재 실

태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171) 그러나 고도에 소록도갱생원과 같은 규모의

나병환자 수용소를 를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한 단시

일 내에 나환자들을 고도에 격리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영숙 장관은 1950년

에는 소록도갱생원 크기의 나병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구영숙 장관의 계획은 각

지역에 있던 나환자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172) 또한 이미 존재하는 “나환자

촌”을 버리고 고도에 새로운 수용소를 짓는 다는 것은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에 허덕이고 있던 당시 보건부로서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에 구영숙 보건

부장관은 고도에 새로운 수용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1949년 10월

에 기자단과의 담화에서 남한에 5개소의 “국립나병환자 수용소”를 설치할 것이

며, 앞으로 모든 수용소는 국비로 할 것임을 천명했다. 약 1억원의 예산으로

1949년 내에 남한에 있는 모든 수용소를 5개소로 통합하기 위하여 경북은 대구

에, 경남은 부산에, 전북과 충남북은 전주에, 경기도와 강원도는 부평에, 전남은

소록도에 수용소를 설치하여 총 18,000명의 환자를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173)

이에 따라 곳곳에 산재되어 수용되어 있던 한센병환자들은 이들 5개소의 국

립수용소에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망우리에 수용되어 있

던 200여 명의 환자들은 부평으로 이송되어 격리되었다.174) 그러나 산재되어 있

는 환자들을 5곳의 수용소에 집중하려는 보건부의 계획 역시 수용소가 설립되

는 지역의 반대에 의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경상남도의 경우 보건부는

부산시에서 24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반송동에 수용소를 설치하려 하자 인근의

170) 공업신문, 「청주 영천 양지에 나병환자촌 신설」, 1948. 2.12.; 조선중앙일보, 「나

병환자수용촌, 남조선에 3개소 신설」, 1948.2.12.; 대한일보, 「나병환자수용촌, 영천

청주 등지에 신설」, 1948. 2.13.; 영남일보, 「나병환자, 지방에 분산 수용」, 1948. 2.

24.

171) 동아일보, 「나병자격리에 서광, 추가예산통과를 기대」, 1949. 7.31.

172) 동아일보, 「기축년의 공수표 (나병편), 격리수용도 실패, 근본시책강구가 필요」,

1949. 12.28.

173) 동아일보, 「일만팔천나환자 올 겨울 안에 완전 수용, 구보건장관담」, 1949.10.2.

174) 부인신문, 「뢰병환자 이송, 망우리에서 부평으로」, 1950. 1. 7.; 한성일보, 「서울시

문둥병 환자 부평으로 전부 행차」, 1950. 1. 7.; 연합신문, 「망우리나병환자 인천교

외로 이백여명을 이송」, 1950. 1.13.; 연합신문, 「경기도내 나병환자수용소를 준공」,

195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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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계획의 철폐를 요구하며 1950년 1월 16일에는 대

표 일동이 상경하여 보건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175) 이에

구영숙 보건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과 민족의 복리증강”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

는 환자 수용이 일부 주민의 한센병에 대한 무지로 인한 반대 진정 또는 운동

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계

획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176) 1949년 중앙나요양소로 개칭되었던 소록도갱생

원은 1951년 9월 29일 나요양소 직제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다시 갱생원으로 바

꾸었다. 중앙나요양소에서 나요양소로의 직제 변경은 유일한 관립 나요양소로서

소록도병원에 각 지역의 나시설을 관립으로 변환하여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겠

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익산의 소생원, 칠곡 애생원, 인천 성혜원 등이 새

롭게 관립으로 전환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162).

인천 성혜원의 경우는 발족할 때 그곳에 잔류하기를 거부하는 천주교인 환

자들이 미국 메리놀 회원이자 가톨릭 국제구제협의회(NCWC) 캐롤(George M.

Carroll) 신부가 설립한 라자로요양원으로 1950년 6월 2일 따로 이주했다(대한나

관리협회, 1988: 131).177)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나시설은 이곳 외에도 천주교 프

란치스꼬회 소속 이탈리아 신부들이 경상남도 산청에 1959년 설립한 성심인애

병원도 있었다. 이곳은 처음에 텐트를 이용하여 나환자 60여 명을 수용하기 시

작했는데, 1965년경부터 외과, 내과, 치과, 피부과, 검사실, 물리치료실, X-Ray실

을 설치 운영하였고, 1980년대 이르면 나환자 400명에 이르는 대형 나시설로 성

장했다(한국민간나사업단체협의회, 1983: 97). 한편 경상북도 안동에는 1952년

10월 8일 안동읍 의회 의결로 안동시 옥동 소재 시유지 12,257평을 제공받아

1953년 3월 28일에 현재의 안동성좌원이 설립되었다(전게서: 109). 이외에도

1910년을 전후하여 설립되었던 대구, 부산, 여수 나병원은 광복 이후에 이름을

변경했는데 대구나병원은 대구애락보건병원으로, 여수나병원은 이미 1936년 여

수애양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67년 여수애양재활병원으로 다시 개칭했고 부산

나병원은 상애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대구, 여수, 부산, 그리고

소록도에만 위치해 있던 나시설은 전국 곳곳에 설립되었고, 후에 원주 대명원,

그리고 부평병원 등이 설립되기도 했다.

한편 나환자에 대한 철저한 격리를 요구하는 사회의 여론은 국회에서도 논

의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1년 5월에 개회되었던 국회정기회의에서 부산 시내

에 횡행하고 있는 부랑나환자들을 육지와 외떨어진 섬이나 특수지역에 수용하

175) 동아일보, 「수용소신설문제로 주민 보건부 사이에 발성」, 1950. 1. 19.

176) 부인신문, 「나병환자 수용에, 구보건부 장관담화」, 1950. 2.16.

177) 성라자로원은 처음에 오류동에서 시작했다가, 1951년 현재 위치인 경기도 의왕시

(당시 시흥군 의왕면)로 이전했다. 1952년 초대원장으로 이경재 신부가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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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의견이 등장하였다.178) 1951년 5월 2일 당시 무소속 이었던 권중돈 의원은

전날인 5월 1일 충무로 광장 담밑에서 환자가 어린 아이 3명을 잡아먹은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건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정부와 연락해

서 부산 시내뿐만 아니라 38선 이남 전역에 있는 나환자들을 전부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권중돈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지

지를 받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먼저 대한국민당 소속 오성환 의원은 보건

부 장관에게 확인한 바 나환자가 아이를 잡아먹은 사실이 없었음을 지적했고,

또한 미군정 보건후생부장을 역임했던 무소속 이용설 의원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보건위원장이었던 박영출 의원이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 사

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179)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환자가 아이

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국회에서 논의될 정도로 당시 나환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공포는 대단한 것이었다. 나환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상과

같은 소문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 관계의 파악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

고 이들을 모두 추방하고 격리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될 정도

로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에 대한 “열망”은 1954년 2월 2일 제정

되고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 전염병예방법에도 반영되었다. 이 법에서 나

병은 결핵이나 성병과 같은 만성감염병과 함께 제3종 전염병으로 포함되었으나,

질병과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급성전염병이 포함되어 있는 제1종 전염병과 거

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서 제23조 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제24조 제3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는 나병과 결핵

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 한편 제26조 제3종전염병 요양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내

용은 1935년 4월 공포된 조선나예방령의 시행규칙 제8조인 원장의 징계검속권

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즉 다수의 나환자들을 강제로 열악하고 좁은 시설에

생활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원장에게 시설의 질서를 위

해서 환자들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부

여된 것이다. 또한 나환자는 제29조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근거해서 지정된

장소에 격리수용되어야 했다. 즉 부랑나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나환자는 강제로

격리되어야만 했는데, 이 역시 조선나예방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전염병환자는 제30조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었고, 31조에 의하여

178) 1951. 5. 2. 제 10회 71차 국회정기회의속기록, 나병환자 수용대책에 관한 긴급동의

안. p.5.

179) 1951. 5. 5. 제10회 74차 국회정기회의속기록, 나병환자 수용대책에 관한 건,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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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출입이 금지되었고, 제32조에 의하여 취학이 금지되었고, 제34조에

의하여 허가 없이 이동할 수조차 없었다. 제42조 제1종전염병 또는 나병에 대한

강제처분은 제1종전염병환자뿐만 아니라 나환자도 조사, 진찰에 의하여 환자로

인정될 경우 격리시키도록 했다. 한편 제1종전염병환자뿐만 아니라 나환자를 국

가에 신고하지 않는 의사는 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나환자를 취

업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들에게는 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했다. 또한 격리수용소를 탈출하거나 탈출을 방조하거나 또한 이들을 은닉

한 자들 역시 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즉 1957년 시행된 전염병예

방법은 조선나예방령의 내용을 상당히 받아들인 것으로서 나환자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규정한 법이었다.

실제 디디에스제와 같은 신약의 개발로 인하여 나환자가 치료가능하고, 이러

한 격리정책이 오히려 한센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국제학계의 논의는 1950

년대까지 한국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졌더라도 어떠한 영향도 끼치

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게 있어서 나병을 박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이들을 일반인들의 눈이 띄지 않는 외딴 곳에 모두 격리수용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격리수용에 있어서 나환자의 치료나 복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거

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환자들에 대한 사회

적 낙인은 점차 강화되었고 점차 물리적인 폭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 시설에서의 환자 관리 강화와 인권탄압

광복 후 소록도갱생원의 상황은 관리능력과 물자의 부재로 매우 혼란한 상

황이었다. 1945년 말 수용환자 수는 전해인 1944년의 5,407명에 비해서 991명이

나 감소한 4,416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군

정 등에 의한 부랑나환자 단속과 이송으로 인하여 소록도갱생원에 수용된 나환

자수는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1946년 수백명의 사망자와 도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나환자수는 1,332명이나 증가했다. 1947년에는 다시 506명이 증가

하여, 그 결과 1947년 말에는 소록도병원 역대 최다 수용자수인 6,254명이 기록

되었다. 충분한 관리 인원의 확보와 재정 및 물자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의

강제격리 요구에 떠밀려 무리하게 소록도의 수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록도

내부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소록도갱생원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받기

위하여 소록도 내 6개의 환자마을을 8개 마을로 늘렸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24).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영양실조 문제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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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록도 수용환자 사망자수와 사망률의 추이(1917-1960년)

출처: 소록도갱생원 연보에서 재구성

각한 것이었다(전게서: 125). 소록도의 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Jhon R. Hodge)와 전라남도 지사에게까지 진정서

를 제출했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25).

위 표에서와 같이 사망자수와 사망률의 추이를 보면 소록도 내부의 상황이

1946년경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일제시기 소록도자혜병원

이 개원한 직후인 1917년 수용된 환자 수가 99명일 때 사망자수가 26명으로 사

망률이 26.26%일 때를 제외하고 광복 직후인 1945년은 사망자수는 922명에 사

망률이 17.6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총력전기 강제노동과 영양실조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쇠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복 이후 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자 발

생한 하나의 사건이다. 992명이라는 사망자수는 광복 직후 소록도에서 벌어진

84명의 환자 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이며, 이러한 상황

에서 환자들이 소록도에서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소록도의 이러한 상

황은 차츰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이었다. 1946년과 1947년에

도 사망자수는 각각 514명, 530명으로 전체 환자수 대비 사망률은 각각 9.14%,

9.56% 였다. 즉 당시 소록도에서는 10명 중 1명이 조금 못되는 환자가 사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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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록도병원 연도별 수용환자수 변화(1945-1962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록도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소록도 등 나시설에서 탈출

한 나환자들을 다시 강제격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 역시 강제격리 일변

도의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때문에 당시 소록도갱생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은 사

회와 정부로부터 학살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는 소록도병원

의 수용인원의 변화표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소록도의 심각한 사망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소록도병원의 수용자수는

1945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여 1947년에 이르면 6,254명으로 역대 최다의 환자수

를 기록하게 된다. 이렇듯 무리한 강제격리의 결과로 인한 소록도 내부의 혼란

으로 인하여 탈출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1952년에도 123명의 환자가 소록도에

서 탈출했다. 탈출자 수는 일제 강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었는

데, 이는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관리할 충분한 인력조차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력한 강제격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와 탈출자의 증가로 인하여

1948년부터 수용환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해 수용환자 수는 전년보다

699명이 감소한 5,555명이었고, 그 다음해인 1949년에는 다시 감소해 5,299명까

지 감소했다.180) 그림7을 보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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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강제격리요구에 의하여 단속과 이송이 증가하면 소록도의 수용환자 수가

증가하고, 수용환자 수가 무리하게 증가되면 반대급부로 생활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망자나 도망자수가 증가한다. 이는 다시 사회의 강제격리요구를 낳

고181) 그 결과 소록도의 수용환자 수는 증가하게 되지만,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

하여 곧 다시 수용환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중

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1950년대 후반 소록도 환자 수의 감소는 정

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4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강

제격리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의 결과는 국가의 강제격리 정책이 환자의 치료나

복지보다는 나병과 나환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과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임

을 드러낸다. 단속과 강제격리로 인하여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환자의 생존에 대

하여 사회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 결과는 소록도에서의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환자의 복지 없는 무리한 강제격리는 사회의 부랑나환자 문제를 제

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소록도 내의 이러한 혼란을 병원 당국은 강력한 규율로서 제어하려고 했다.

광복 직후 소록도는 의사, 직원 그리고 환자 간의 사이가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

었으나, 1945년 9월 21일 부임한 김형태 원장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

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환자들은 자치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고, 원

장은 이를 받아들여 1947년 자치회가 만들어졌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25-126). 또한 1947년 6월에는 녹산청년동맹 등이 만들어졌고 중학교 과정의

학교가 같은 해 9월 17일에 개교하기도 했다.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2년 과

정의 의학강습소를 설치하여 많은 환자들이 수료 후 소록도갱생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병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전게서: 127). 또한 1936년

이래 계속되었던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 정책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

운 분위기는 1948년 4월 15일 식민지 시기 소록도갱생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

는 김상태 원장의 부임으로 막을 내렸다. 김상태 원장은 식민지 시기 규칙과 규

율 등을 환원시켰는데, 직원지대와 환자지대를 엄격히 구분하고 직원지대를 무

균지대, 환자지대를 유균지대로 명명한 후 경계선에 철조망과 감시소를 설치했

다. 또한 1949년에는 소록도갱생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환자들을 감시 통제하는

교도과를 설치했으며, 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이 제정되었다. 이 요양소 수용

환자 준수사항에는 폐지되었던 부부생활 희망자에 대한 단종수술이 다시 포함

되었다(제20조).

180) 소록도 수용환자 수의 감소는 탈출 외에도 입소 환자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했는

데, 1948년 경부터 정부는 부랑나환자를 지방에 분산수용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181) 부인신보, 「소록도 탈출한 문둥환자 각처에 오천여명 배회」, 1948.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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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연도별
동거부부수 정관절제수술수 출생아수

1949 959 181 45

1950 967 175 1

1951 978 126 5

1952 984 206 4

1953 996 90 2

1954 1,333 116 27

1955 1,011 127 29

1956 1,016 71 23

1957 1,118 59 4

계 1,151 140

표 2. 소록도병원 동거부부수, 정관절제수술수 및 출생아수

대조표(1949-1957년)

출처: 소록도병원 연보, 1958년

광복 이후부터 1948년 사이에 총 200여 명의 출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급증하는 환자 수로 골머리를 앓는 소록도의 입장에서는 큰 골칫

거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랑나환자의 이송으로 인한 환자수의 증가에 더불

어 환자의 자녀의 증가는 관리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정관절제수술이 시작된 1949년부터 1957년 사이의 동거부부수, 정관절제수

술수, 그리고 출생아수이다.

1949년 동거부부수는 959명으로 이중 정관절제수술 건수는 181명이다. 같은

해 출생아수 45명은 단종수술이 재개되기 이전에 임신하여 출산한 수인 것을

보인다. 그 다음해인 1950년에는 정관절제수술 건수가 175명이었는데, 이해에는

규제가 상당히 철저하여 출생아수가 1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1953년까지

지속되다가 1954년부터 출생아수는 다시 증가된다. 이는 엄격한 환자 통제와 한

국전쟁으로 인한 물자 공급 곤란 등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진데다가, 김상태

원장이 비리사건으로 1953년 비리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다음으로 취임한

손수경 원장이 한층 완화된 통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대 그 이유가 있다. 그로 인

해서 산아제한에 있어서 비교적 관용적이었다(김재형·오하나, 2016: 190).

소록도갱생원에서 이렇게 단종수술이 시행된 것에는 시설 내의 상황뿐만 아

니라 시설 바깥의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1949년 『보건부 정부나병대책 기본정

책 및 사업연차계획』 중 「나환자 이상촌 설치계획안」에도 “배우자가 있고

거세수술을 완료한” 극격증의 한센병환자만 이상촌에 입주자격을 주도록 하여

환자의 자녀생산을 제한하려고 했다. 또한 1959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수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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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병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에도 산아제한 장려를 기본계획으로 정하며,

“계몽교육 또는 의학적 산아제한 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산아를 제

한하게 할 것”이라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1964년 보건사회부 나병관리협의

회에서도 환자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임신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정관절제수술을

적극 장려하여 가족계획에 완벽을 기할 것”과 “임신 가능자를 항상 조사 파악

하여 출산을 최대로 억제토록 할 것”이 주요 사업 목표로 설정되었다. 한국에서

한센병환자에 대한 우생학적 단종수술로 환자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산아제한은 일본처럼 입법화되지 못했다.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강제격

리정책에 의하여 환자들이 계속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용을 절

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종정책이 지속되었고, 이는 우생사상에 의하여 정당

화되었다. 인도에서의 한센병 정책을 연구한 역사학자 버킹험(Jane

Buckingham)은 독립 후 인도에서도 한센병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을 입법화하려

는 민족주의적 우생운동이 있었음을 지적했다.183)

나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은 주로 결혼의 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남성환자들에

게 이루어졌지만, 임신한 여성환자들에 대한 인공중절수술도 이루어졌다. 임신

한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려면 퇴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여성환자의 경우 소록도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낙

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184) 소록도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신을

숨기고 감시를 벗어나 출산을 하려던 여성들의 경우는 병원당국에 의하여 강제

로 낙태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환자들에 대한 낙태수술은 1973년 2월 8

일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나환자의 자녀 제한 정책이 여기에 포함되고 법적

근거를 갖기 전까지 법 수준뿐만 아니라 규정 수준에서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실행되었다. 모자보건법의 제정에 따라 1973년 9월 6일 보건사회부 예규 315호

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재원환자의 분

리수용과 출산의 제한 및 가족동반 입원을 금지하는 등의 입원절차에 대한 조

항, 입원 중 원내에서의 출산의 금지가 재확인 되었다. 1973년 이전까지 낙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져 있는 “정계수술”과는

182) 일본은 1948년에 우생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산아제한 대상으로 한센병환자를 포함시

켰고, 이로써 한센변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이 법제화되었다.; 藤野豊, 1998, 『日本ファ

シズムと優生思想, かもがわ出版』, p.439.

183) 인도의 경우 남성 한센병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의 입법화 시도는 우생학적 목적 외

에 인구억제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자 자녀에 대한 전염방지라는 목적이 있었다.;

Jane Buckingham, 2006, “Patient Welfare vs. the Health of the Nation:

Governmentality and Sterilisation of Leprosy Sufferers in Early Post-Colonial

India”, Social History of Medicine ,19(3), pp. 483-499.

184)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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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인공중절수술은 기록이 따로 남겨져 있지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인 정관수술에 비해 인공중절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

는 수술이었다. 증언에 의하면 정관수술과 낙태수술 모두 의사뿐만 아니라 직원

이나 환자들로 구성된 의료조무원 등의 비의료인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비전문

가에 의한 낙태수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여성환자도 있었다고 한다. 1964년

실시된 나병관리협의회 결정에 의하여 소록도병원에서는 16세부터 45세까지의

여성들을 임신 가능자로 분류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매월 1회씩 이들을 검진하

도록 했으며, 또한 피임약도 제공했다. 1967년부터는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는

남자의 정관절제수술과 병행하여 가임부에게는 자궁내장식 루프 삽입을 권장하

기도 했다.185)

한편 식민지 시기 수립된 조선우생협회는 1946년 ‘한국민족우생협회’로 명칭

을 바꾸고 활동을 지속하면서 우생법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신영전,

2006: 137),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나환자에 대한 단종법안 제정이 논의되었

다. 1952년 정준모 보건부 차관은 국무총리 비서실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보건부

는 증가하는 부랑나환자 및 재가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국민우생법을 제정하므로써 성년남환자의 거세를 단행하여

생산을 방지하는 대책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186) 1959년 12월 9일 국회예

산결산위원회에서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이었던 조광희 의원은 손창환 보건사회

부장관에게 “나병환자에 대한 단종법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가?”라고 질문

하였는데, 이에 손창환 장관은 “나병환자에 대한 단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

감이며 앞으로 외국의 예를 참고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187)

단종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분위기는 소록도뿐

만 아니라 각 사립나시설에서도 단종과 낙태수술을 시행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안동성좌원에서도 1950년대부터 정관절제수술과 임산한 여성환자에 대한 강제

유산수술 등이 시작되었는데 다음은 당시 강제 유산수술을 당한 여성의 증언이

다(보건복지부, 2011: 185).

(전략) 20살 때쯤인 1959년경에 성좌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결

혼해서 가정사에 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한 1년 정도 후 (중략) 원장

이 출산하면 퇴원시키겠다고 하면서 낙태를 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에서조차 살 수가 없으

185) 국립소록도병원, 1996, 『소록도80년사』.

186) 보건부차관 정준모, 1952.7.11. 「나병환자취체에 관한 건」, 보의 제2376호, 국총비

제372호.

187) 동아일보, 「나환자단종연구」, 195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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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성좌원 내 의무실에서 ○○○ 장로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문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종수술은 여수애양원에서도 1952년 10월부터 1975년까지 가정사를 신청하

는 조건으로 실시되었다(대한민국 한센인권변호단, 2017: 322-323). 심지어 단종

수술은 전문적인 의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시설 직원이나, 소

록도의 의학강습소에서 훈련받은 환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의료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도 했다.

심지어 이러한 단종수술은 근거가 되는 법률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었기 때

문에 불법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나시설에서는 매우 흔하게 이루

어졌다. 이렇듯 나환자들은 사회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

이다.

3절. 강제격리와 나환자에 대한 낙인의 강화

1)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서 나환자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한 사회에서 더욱 강해진 나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미군정과 한국 정부는 최대한 많은 나환자들을 격

리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그러나 강제격리정책은 신생 정부에 있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었다(보건사회부, 1958; 대한나협회, 1964b). 이에 유준 등은

1947년 9월 사단법인 대한나예방협회를 조직하고, 가두 모금 등으로 얻은 기금

으로 부랑나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집단부락을 설립하고 일반 사회가 한센병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몽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기금 형성 운동

은 지지부진했고, 1961년까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188)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보건당국은 나환자를 수

용하는 기존의 시설은 확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였다. 1948년 10월

사회부 의정국에서는 “문둥병 방지에 관한 영구 대책”을 세우고 격리부락을 건

188)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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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기로 하고,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이에 필요한 비용 14,775만원을 국무

위원회와 기획처 등에 제출 요구했고, 소록도 등 요양소들도 11월부터 1949년 3

월까지의 운영비 163,483,674원을 기획처에 요구했다.189)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이러한 “나병촌”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예를 들어 1948년 10월경 인천부

후생과는 인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나환자들을 간석동 산골에 격리수용하

고 이들의 식량과 부식물을 각 동장의 찬조를 얻어서 지원했으나, 이들 찬조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리수용된 환자들은 계속해서 식량난을 겪었

다.190)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나환자들을 지역에 격리수용하는 사업은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191)

예산부족은 심지어 소록도 및 기타 나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나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구입하는 것도 어렵게 했다. 1948년 12월 당시 소록도 등 4곳의 수용

소에 약 9,000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대풍자유, 다이아

손, 프로민 등 약제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데 이

러한 값비싼 약제를 구입할 재정도 없었다.192) 즉 당시 정부 당국은 무리하게

나환자를 강제격리하는데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격리된 나환자들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구입하는 데에는 소홀히 한 것이다. 열악한 수용소 상황 때문

에 나환자들은 수용소에 머물기 힘들었고, 이들 중 다수가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다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48년 9월에 만들어진 서울시외에

있던 망우리에 나환자 집단수용시설에는 약 300여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곳

의 운영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유지의 기부로 유지되어 왔다. 서울시는

구호물자와 식량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안정적인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용소는 만들어진지 약 4개월이 지난 1949년 1월경에 이르면 심각

한 예산난에 직면하여 환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193)

나환자 격리 시설을 운영할 정부 예산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는 강제격리정책을 계속 확장시켰다. 특히 1947년 9월 설립된 대한나예방협회에

서 1948년 12월 경 그동안 남한의 나환자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48년 남

한에 4만여 명의 한센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여 발표했다. 일제 강점기 조

선 전체에 적게는 8,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으로 추산했던 한센병환자가 광

복 이후 남한에만 40,000명에 이른다는 대한나예방협회의 발표는 충격적인 것이

189) 한성일보, 「사회부서 일억사천만원 예산청구 문둥이 부락 계획」, 1948.10.24.; 강원

일보, 「나병격리부락기획 일억사천만원 예산 청구」, 1948.10.24.

190) 동아일보, 「나병환자 수용소 식량난」, 1948.11.28.

191) 평화일보, 「백이십명 나병환자의 보조비 부족에 두통」, 1948.11.28.

192) 독립신보, 「남조선에만 사만여명, 문둥병 환자 우굴우굴」, 1948.12.25.

193) 조선중앙일보, 「문둥이 재출현의 위기, 망우리수용소 경영난」, 194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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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당시 소록도 등 4곳의 수용시설에 약 9,000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으

며, 기타 각지에 격리수용되어 있거나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수는

10,000명이었는데, 만약 남한에 40,000명의 환자가 있다고 추산한다면, 여전히 2

만 명이 넘는 환자가 부랑생활을 하거나 집에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는 것이었다.194) 남한에 4만 여명의 환자가 있고, 여전히 2만 여명이 넘는 환자

가 부랑하거나 집에 숨어 있다는 조사결과는 정부와 일반사회가 강제격리를 더

욱 강화하고 격리 시설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강제격리를

위한 수용소의 확장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었는데 대한나예방협회

경북지부와 경북도 사회국, 그리고 대구부 3자는 공동주최로 한센병환자의 강제

집단 수용을 위하여 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할 목표를 세우고 500만원은 대구 시

내 각 기업체에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각 노동회에 1매에 1백원 하는 “문둥

이 구축권”을 발행 할당하였다. 이 천만원으로 우선 대구 애락원에 150명을 수

용할 건물을 세우고, 대구 시내에 있는 한센병환자를 모두 단속하여 이곳에 격

리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놀라운 점은 이 “문둥이 구축권”을 구입

한 가정은 집 앞에 구축권을 부치도록 하고, 이 구축권을 구입할 능력이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직접 “문둥이”가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95) 이러

한 방식은 정부가 나서서 나환자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

을 사용하여 이들을 강제격리하는 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비판받을만

한 것이었다.

1950년에 보건부는 대한나예방협회와 같이 “나병요양연차계획”을 수립하여

1950년부터 1952년까지 3개년 동안 남한의 모든 나환자들을 요양원에 수용하기

로 계획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나환자 부부의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별도의 시설에 격리해서 양육하는데 필요한 “국립미감아동수용소”의 설립도 포

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차년 도에는 각 도의 임시수용소를 통폐합하

여 4개 요양소를 신설하고, 2차년 도에는 신설된 요양소의 환자수용능력을 증가

시켜 각 수용사마다 15,000명의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귀속재산인 경남 밀양

군 무안면에 있는 임야 43정보와 김해군 상동면에 있는 임야 칠백여 정보를 재

가환자에게 분양하여 개척하도록 하고, 밀양은 이백 세대, 김해는 칠백세대를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는 나환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나병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인 재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보건복표”를 발행할 계획이었다.196) 그러나 이 계획의 목표는

194) 독립신보, 「남조선에만 사만여명, 문둥병 환자 우굴우굴」, 1948.12.25.

195) 조선중앙일보, 「문둥이 수용에 신전술, 대구서 구축권을 발행」, 1949. 2.15.

196) 동아일보, 「오만 나환을 수용 3개년 계획을 수립, 보건복표로 경비보충」,

1950.5.16.



- 129 -

예산

연도
보사부 총예산

보사부 총예산 중

보건비(%)

보건비 중

나병관리(%)

1948 1,059,686,000 12.8 57.8

1953 2,969,849,000 12.1 54.8

1958 17,067,650,000 12.6 50.2

1963 2,904,206,000 30.6 16.7

1968 7,145,396,000 21.1 21.0

표 3. 나병관리 보건사회부 예산(1948-1968년)

출처: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대한나학회지』,

7(1).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달성하지 못했다. 대신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

한의 나병 정책에 KCAC 등의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197)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부 및 대한나예방협회가 추진하여 설립된 “나환자촌” 및 환자 수용시

설은 계속해서 예산부족과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그 결과 많은 수의 환자

들이 수용소를 탈출했다.198)

이와 같이 전국의 모든 나환자들을 강제격리시킨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환자에 대한 사회의 적대감은 이것에 대한 비판조

차 나올 수 없게 만들었고, 무리한 강제격리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는 보건관련 정부 예산에서 나병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 표와 같이 국가의 나병관리에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기형적인 것

이었다. 1948년의 경우 사회부 총예산의 12.8%가 보건비에 사용되었고, 보건비

의 절반 이상인 57.8%가 나병관리에 사용되었다. 보건비 중 나병관리가 차지하

는 비율이 50%가 넘는 기이한 현상은 1958년까지 지속되었다. 1963년부터 나병

관리비가 급감한 것은 정착촌제도가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4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8년까지 국가 보건시책

에 있어 나병관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국가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는 나병관리 예산은 나환자를 절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보건비 예산

중 나병관리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 대하여 초대 보건부 차관이었던

197) 동아일보, 「58억원 계상 나환자대책 강구」, 1952. 2.19.

198) 동아일보, 「나병환자 거리에 범람, 배고파 수용소 탈출(원주 성락원)」, 1955.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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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수는 1957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199)

이(갑수)씨는 한때(1949년부터 1년 6개월간) 보건부 차관을 역임한 바도 있

는데 그는 지금도 차관 당시 ‘우생법령’을 제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

다. 우리 민족이 ‘후진’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수한 민족이 되려면 우리가 

결혼 때부터 우생학적인 견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자기가 차관 

당시 ‘보건부’ 예산의 6할 가량이 ‘나병환자수용소’를 위해서 소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오로지 ‘우생정책’으로서만이 해결해야할 것

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나병환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개탄해 마지않는

다.

이와 같이 광복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우생사상은 지속되었으며, 정부의

보건관련 장차관들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1949년부터 6월 11일부터

1950년 2월 18일까지 보건부 차관을 역임했던 이갑수씨는 1933년 설립된 조선

우생협회의 주요 창립자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국민족우생협회 주요 회원이면

서 국민우생법을 추진한 인물이었다(신영전, 2006: 140-143). 즉 나환자들은 국

가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대상이며, 우수한 민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로 여겨졌다.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나환자들을 강제격리시키고 단종수술 등을

통하여 절멸시키려 했다. 1950년대까지 남한에서 나환자 관리 정책은 일제 강점

기의 그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었다.

2) 나환자 학살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광복 이후 증가하는 부랑나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

부 당국과 사회는 이들을 나시설에 격리하려고 했으나, 시설의 과밀화 및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과

사회는 나환자촌을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부랑나환자들을 이곳에 격리수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나환자촌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었지만, 정부

당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곳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그 지역의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형태였지만, 정부 당국이나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환자촌에는

부랑하던 나환자들이 이주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공권력에 의

하여 자신의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부랑나환자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의

199) 동아일보, 「의술은 두 분의 천생연분, 우생학계몽에 중점노력: 나병환자가 날로 늘

어 감을 개탄」, 195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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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정부의 지시대로 이주해 들어와도 인근 지역민이 극렬히

반대하면 나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해

방 직후 전북 김제군 월촌면에 있던 160명 규모의 나환자촌은 지역민의 반발로

결국 1947년 3월 완주군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그 지역민의 반발과 전북 도지사

의 요구에 의하여 1948년에 익산군에 무장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전을 했다

(대한나관리협회, 1988: 130). 한편 나환자촌의 신설뿐만 아니라 나시설의 설립

역시 해당 지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이에 구영숙 보건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나환자 수용사업이 해당 지

역의 무지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200)

식민지 시기부터 형성되어 광복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부랑나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지역의 나환자촌 설립 등은 결과적으로 1950년을 전후

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나환자 학살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0일경 소록도에서 발생한 직원에 의한 84명의 환자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광복 후 소록도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 그리고

직원과 환자들 사이에 발생한 주도권싸움 과정 중에 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직

원들이 저항하는 환자들을 일방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201) 소록도라는 내부에

서 직원과 환자 사이의 갈등의 결과 벌어진 이 사건은 이후 나환자촌을 둘러싸

고 벌어진 학살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후 나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최초의 나환자 학살사건은 1947년 6월 경 안동에

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안동에 있던 나환자촌 근처에서 한 어린이가 실종되

자, 지역민들은 한센병환자를 의심하여 경찰이 환자 3명을 낙동강변 공동묘지에

서 총살하고, 경찰과 주민이 나환자촌을 습격하여 한센인들을 폭행했다.202) 이

사건은 지역사회와 지역 공권력이 함께 소문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심되는 나환자를 처형하고, 나환자촌의 환자들을 습격하여 폭행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나환자 학살사건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1949년 9월 14일에는 목포 형무소에서 탈옥한 죄수들이 인근 무안군 연동에

위치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죄수복과 옷을 바꿔 입었는데, 이를 본 목포 경찰

서 수색대원이 나환자촌에 무차별적으로 사격하여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

시 이곳에는 아이 포함 40여 명의 환자와 그 가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

200) 부인신문, 「나병환자 수용에, 구보건부 장관담화」, 1950. 2.16.

201)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4-55.; 보건복지부, 2011, 『한센

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82-85.

202)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65-566.; 보건복지부, 2011,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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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기록한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경찰이 오인해서 이들을 죽였다기 보다

는, 오인했다는 구실로 의도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203) 이 사건

역시 평소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나환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

던 지역민들의 정서가 지역의 공권력의 학살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은 당시 지역민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한 후, 나환자들을 모두 이 구덩이

에 몰아넣고 총격을 가하여 살해했다는 증언이 있다.

비슷한 사건이 1950년 7월 함안의 물문리에서도 발생하는데, 함안의 유지들

이 물문리에 있던 나환자촌 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국군을 사주하여 환자 28

명을 총살시켜 매장시켰다.204) 이 사건은 그 지역의 보도연맹원이 학살되고 일

주일 후의 장날 발생했는데, 인근의 정치적 사건과 나환자들을 연결시켜 학살했

다는 점에서 1949년 무안에서 죄수의 탈옥이라는 사건을 빌미로 나환자촌의 나

환자들을 학살한 것과 유사하다.205) 희망촌 운동이 시작된 1956년 무렵 나환자

150여명이 거주하던 밀양 신생원에서도 인근 정착민들이 습격하여 환자들을 가

두고 4-5일에 걸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

다.206) 1957년 8월에는 사천 비토리에서 나환자에 대한 습격사건이 벌어졌다.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나환자들은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의 비토

리섬의 유휴지를 개간하던 중, 인근 지역의 주민들 1백여 명이 습격하여 나환자

26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굴

과 조개 등의 해산물 채취를 주 생계로 삼고 있었는데, 나환자들이 인근에 있을

경우 식수가 오염되고 해산물 판로가 막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

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207) 사천 비토리에서 나환자에 대한 습격사건은 이후

에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정치인들과 연결되어 벌어진 사

203)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71-573.; 보건복지부, 2011,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2.

204)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76-582.; 보건복지부, 2011,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2.

2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한하운이 1948년 10월 또는 1950년 10월에 전남 옥

과에서도 비슷한 나환자 6명에 대한 학살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을 소개하고 있으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소개하지

않았다. 또한 1950년 6월말 또는 7월초 강릉의 남산공원 아래에 위치해 있던 나환자

촌에 국군이 폭탄을 투척하여 주민을 학살했다는 증언이 『한센인인권실태조사』에

는 소개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역시 자료의 불충분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으로 장흥 학살사건 고창 학살사건에 대한

불확실한 증언이 존재한다.

206)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54-157.

207)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6057, 574-575.;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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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는 증언이 있다.

특히 비토리에서의 학살 사건을 통해서 주민들의 나환자촌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 근처에 나환자촌

이 생길 경우 발생하게 되는 오염 문제에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수가 오염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지역에 또 다른 낙

인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에도 나병

이 전염된다는 것은 상식이었지만, 여전히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염이 발생하

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환자들이 만진 물건 등을 통하여 전염이 된다

는 인식을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다. 때문에 나환자들이 어업에 종사할 경우 물

을 통하여 그 지역의 물고기 등의 해산물들이 오염된다는 인식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염을 둘러싼 나환자뿐만 아

니라 지역에 대한 낙인은 인근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비토

리에서의 일반 주민의 나환자촌에 대한 두려움은 전술한 KCAC의 스미스 보건

담당관의 보고서에서의 기술과 유사하다. 스미스는 나환자촌에 대한 지역민들의

가장 일반적인 불만은 나환자촌의 나환자들에 의하여 나병이 전염될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나환자들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식수의 문제, 그리고 나환자촌에서 생산한 농작물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문

제, 그리고 어촌에서는 나환자촌의 주민들이 잡은 물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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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치료제의 등장과 나환자 격리정책의

변화

1절 화학제제 도입과 강제격리정책의 폐지 압력

1) 디디에스제의 도입과 “음전환” 환자의 증가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대풍자유는 이전의 다른 나병 치료제

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완치”환자도 등장했으나, 많은

단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순수한 대풍자유는 자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복

을 할 경우 환자의 구토를 유발하였고, 주사 투여를 할 경우 염증과 통증 등 다

양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초기단계를 넘어간 중기 이상의 환자에게

대풍자유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셋째, 초기단계의 환자 치료에 있어서

도 완치에는 2-3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넷째, 대풍자유로 완치된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재발율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단점 때문에 전통적인 나병 치료제에 비해 대풍자유 제제의 효과가 더욱 뛰

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풍자유의

자극성 문제는 더욱 신선하고 순수한 대풍자유를 사용하고, 자극성을 낮추기 위

하여 에스테르나 장뇌 등의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의 사용으로 상당부분 해

결되었다. 그러나 대풍자유는 살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균을 억제하는 능

력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단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은 대풍자유가 나병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이미지는 나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풍자유보다 더 효과적인 나병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요구

가 등장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새로운 나병치료제가 등장하거나 새

로운 연구결과나 나올 때마다 언론은 이를 소개했다. 1924년 12월 24일 조선신

문 등은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나병치료소인 양생원(養生院)을 경영하는 石竹內

勅씨가 10년 간의 임상시험 결과 약효가 뛰어난 ‘다이후수’를 발명하여 학계에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208) 1926년 1월 18일에는 인도 과학연합회 의학부장

208) 조선신문, 「大效果ある癩病藥發見, 神戶の石竹氏」, 1924.12.24.; 시대일보, 「나병주

사액을 일본에서 발명해」, 19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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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로박사가 “와구진”주사를 발명하였고, 그 치료 성적은 매우 좋아서 이

4-5개월 안에 환자가 전쾌된다는 소식이 동아일보에서 소개되었다.209) 이후로도

나병 치료 효과가 월등한 치료제가 외국에서 개발되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등

장했다.210) 한편 1930년 3월과 4월에는 당시 경성제국대학 총장이었던 세균학자

시가(志賀)박사가 나병균의 동물배양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211) 그러나 1930년대 나병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언론에 자주 등장한

치료제는 신맥환(神脉丸)이었다. 신맥환은 강릉의 한의사인 정환덕이 개발한 나

병 치료제로 대풍자, 천일초, 방풍 외 16종의 약재를 혼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정환덕은 이 약제로 수십 명의 완치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이 정

환덕과 이 약제는 오랫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나병근절책연구회에서는

이 약제를 조사하러 강릉에 파견단을 보내기도 했다.212) 한편 1935년 설립된 유

한양행에서는 동양 최초로 프론토질을 ‘GU사이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였는

데, 광고에서 이 약인 포도상구균, 폐렴구균 등 병원성 질환뿐만 아니라 나병균

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213)

209) 동아일보, 「나병치료법 인도박사가 발명」, 1926. 1.18.

210) 중외일보, 「나병전치의 순금제술주효」, 1928.10.22.; 동아일보, 「나병전치의 주사

제 발견」, 1929. 1.14.; 매일신보, 「난치의 문둥병 전치주사를 발견 효과가 과연 어

떠할까 일반은 크게 주목」, 1929. 1.14.; 조선신문, 「癩病の注射劑兩博士が發見, 全治

せしめ得る」, 1929. 1.14.

211) 조선신문, 「醫學會に輝く救世的成功, 世界の業病癩病の掃蕩, 志賀潔博士が動物試驗

に成功」, 1930. 3.26.; 중외일보, 「세계의학계 일광명 나병균 인공배양 완성」, 1930.

4.27.; 중외일보, 「서순에 배양한후 동물시험에 득과」, 1930. 4.27.; 매일신보, 「나균

의 인공배양 시가성대총장이 친히 강연 내월 삼일 성대강망에서 이것은 세계적 발

견」, 1930.4.29.

212) 동아일보, 「세계의학계숙제 나병전치약 발명」, 1932. 1.25.; 동아일보, 「친제 살리

려 연구에 착수, 환자가 완치된 사실을 면장 구장 등도 증명」, 1932. 1.25.; 동아일보,

「발명자 정씨 시료소 계획」, 1932. 1.25.; 동아일보, 「나병근절회 특파원 파견, 강릉

정씨에게」, 1932. 1.28.; 매일신보, 「나병약조사차 위원을 특파 강릉에서 발명된 약

을 조사하러 나병근절책 연구회 결의」, 1932. 1.28.; 중앙일보, 「나병근치약발명설

연구회서 실지조사」, 1932. 1.28.; 매일신보, 「나병전문의 삼척공생의원 전치환자 속

출」, 1932.10.18.; 매일신보, 「나병성약 신맥환 시여, 나병약 발명가 정환덕씨 공덕」,

1932.10.23.; 매일신보, 「수용한 나환자 전부 거의 전치」, 1933. 3. 3.

213) 『약공40년사』,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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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유사이드 광고, 유한양행, 1939.12.6.

그림 10. 문둥병전치약 신맥

환 광고, 동아일보, 1933.

3.28.
그러나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는 대풍자유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나병 치료제

의 개발에 실패했다. 새로운 치료제는 독일의 염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연구 개

발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독일의 화학물질 개발 과정 중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대학의 화학자인 프롬(Eric Fromm) 박사와 위트만(J. Wittmann)박

사가 1908년 디디에스(Diaminodiphenly Sulfone, DDS)를 합성하였다고 발표했

다. 이 합성물질은 곧바로 독일의 염료산업에 사용되었는데, 이후 30여 년 동안

염료로만 사용되었다가 1930년대 중반 디디에스를 항균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알려졌다. 또한 1935년경 프론토실(prontosil)이 효과적인 항균제로서 판

매되어 사용되면서 디디에스 역시 나병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주

목받았다.214) 디디에스를 의약품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동물실험 단계에서 이 물

질은 항균제로서 탁월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혈액학적 부작용은 인간에

게 사용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이어서 바로 치료제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디디

에스는 1937년 8월 6일에서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위치한 카빌(Carville) 국립

214) John E. Lesch, 2007, The First Miracle Drugs: How the Sulfa Drugs

Transformed Medic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그러나 나병 치료를 위한

화학제제의 개발 초기에 디디에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염

료물질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나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지 실험되었고

최종적으로 디디에스의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Gordon A. Ryrie,

“A Preliminary Peport on the Action of Certain Dyes in Leprosy”,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1(4), pp. 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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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요양소의 패짓(Guy Paget) 박사가 디디에스 유도제인 프로민(Promin)이라

는 약제를 생산해 냄으로써 기존의 유독성 물질을 심각한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41년 3월 패짓 박사는 카빌 나병요양소의 환자들에게

이 약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43년 프로민은 나병환자에게 탁월한 효

과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이후 여러 나병요양소에서 디디에스제215)인 프로민

등이 나병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 결과 1948년에 쿠바에서

열린 제5차 국제나회의에서 프로민 등 디디에스제는 나병에 대한 표준 치료제

로 인정받게 되었다.216) 한편 인도에서 활동하던 코크레인(R. G. Cochrane) 박

사가 1946년 최초로 유제에 혼합한 디디에스 25mg을 3일 간격으로 근육주사로

나병환자에게 사용하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점차 그 치료 용량이 개량됨에 따

라 경구적 또는 비경구적으로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획기적인 나병 치료제로 인

정받았다.217)

1940년대 초반부터 각국에 시험사용되었던 디디에스제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야 미

군정을 통하여 한국과 소록도에 들어올 수 있었다. 미군정에 의해 나병근절 자

문관으로 임명되었던 윌슨(R. M. Wilson)박사와 그의 아들(John Wilson)에 의

하여 1946년 프로민이 처음으로 남한에 들어왔다. 처음 이들이 가져온 프로민의

양은 불과 40명분이었고, 이 당시 윌슨은 이를 본격적으로 치료에 사용하기 보

215) 프로민 등 DDS유도제 및 댑손과 같은 DDS제를 어떠한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합의가 된 바가 없었으나 2017년 출판된 『소록도 100년, 나병 그리

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편』에서 용어를 정리한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책

의 용례를 사용한다. 프로민, 댑손 등 여러 약제를 같이 사용하던 초기에는 이를 통칭

하여“썰폰(Sulphones)”제라 불렸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는 댑손만 마지막

에 남고 결국 다른 DDS 유도제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들 약제들을 모두

“댑손(Dapsone)제”라 통칭했다. 하지만 DDS 계열 화학제제를 모두 “댑손”이라고 부

르는 것은 이 약제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칭할 새로운 이름이 필

요하다. DDS 유도체들 역시 체내에서 DDS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DDS와 다름

이 없다는 채규태(전)가톨릭대학교 나병연구소 소장, 현)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의

조언에 따라 이 책에서는 디디에스제로 통칭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

란시스코 캠퍼스의 겔버(Robert H. Gelber, 2012) 교수 등은 “The Chemotherapy of

Leprosy: An Interpretive History”라는 논문에서 1943년부터 1980년까지 디디에스제

를 사용한 시기를 “The Sulphone Monotherapy Era”라고 했다. 즉 “썰폰”제 역시 학

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216) John Parascandola, 1998, “Miracle at Carville: The Introduction of Sulfones for

the Treatment of Leprosy,” Pharm. Hist.,40, 59–66.

217) R. G. Cochrane et al., 1949, “Two-and-a-Half Years’ Experimental Work on the

Sulphone Group of Drugs,” Lepr. Rev., 20, 4–64.; Barr J1. 2010 oct 21. “A short

history of dapsone, or an alternative model of drug development” J Hist Med

Allied Sci., 66(4), pp.4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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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임상시험 용도로 가져왔다. 윌슨 부자는 증상이 심각한 어른 20명과 증상

이 아직 심하지 않은 어린이 20명을 선발하여 프로민을 투여했는데, 이 두 집단

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218) 한편 1947년에 미군정에 의하여 대량

공급받은 미제 프로민 주사액과 다이오손(Diasone)정이 소록도에 처음 도입되

었다.219) 처음에 125상자에 불과했던 프로민은 다음 해인 1948년 1월에는 2,700

상자가 민간물자배급계획안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입하되어 요양소와 외래환자

진료소에 배급되었다. 대구나요양소에 프로민 270상자, 부산나요양소는 180상자,

소록도는 1,800상자, 여수나요양소는 360상자, 기타 외래환자진료소에는 90상자

가 배급되었다.220)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 Civil Assistance

Command(이하 UNCAC))에서 프로민과 다이아손을 공급했다.221) 1952년 1월에

218)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반면 김계

한 등은 프로민이 처음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48년이라고 주장했다(김계한, 유준 등,

1968). 그러나 윌슨 박사의 아들인 존 윌슨(John Wilson)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부자

가 처음 프로민을 한국에 들여온 것은 1946년이다. 여기서는 오중근, 유준 박사의 논

문과 존 윌슨의 증언을 토대로 1946년으로 하였다.

219) 오중근과 유준은 자신의 논문에서 프로민이 소록도에 처음 도입된 것이 1951년이라

고 주장했다(오중근, 유준, 1970). 반면 여수애양원의 김인권 원장은 존 윌슨의 증언을

토대로 소록도에 프로민이 도입된 것은 1946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김인권 원장이

윌슨 부자가 처음에 한국으로 가져온 프로민이 소록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

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나 존 윌슨은 1946년에 프로민을 가져와 사용한 곳을 소

록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김인권 원장은 1946년 당시 윌슨 박사가 미군정청의 나

병근절자문관으로 소록도에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록도에서 프로민을 사용했을 것

으로 추측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당시 윌슨은 나병근절자문관으로서 남한의

나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을 순회했기 때문에 1946년에 프로민을 사용한 곳

을 소록도라고 특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1952년에 발행된 『소록도갱생원

연보』의 정보가 더 정확하다. 실제로 공업신문의 1947년 9월 24일자 「나병특효약

125상자 배당」이라는 기사에 보건후생부 이용설 박사 발표에 의하면 민간물자배급

계획안에 의하여 프로민 125상자가 남조선나병요양소에 배당되었다고 소개되었다. 같

은 날 대동신문의 「문둥병약 배급」이라는 기사와 9월 29일 동아일보의 「나병특효

약 프로민 입하」 기사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미군정청은 나병 치료를 위하여 디디에스제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

요가 있는 대풍자유도 들여왔다. 대한독립신문의 1946년 6월 27일 자 「나병약 입

하」라는 제목의 기사는 미군정이 1946년 6월 22일에 중국 상해로부터 여덟 상자의

“찰모그라유”를 들여왔는데, 이 약제는 군정척보건후생부에 위탁하여 사용될 것이라

고 소개되었다.

220) 공업신문, 「나병치료약품을 각 요양소에 배당」, 1948. 1. 27.; 대한일보, 「나병치

료약품 각지 요양소에 배당」, 1948. 1. 27.; 「나병특효약 프로민 입하」; 독립신보,

「나병환자에 복음, 미국서 약품 입하」, 1948.1.27.; 현대일보, 「나병치료약 입하」,

1948. 1. 27.; 한성일보, 「나병환자 복음 명약 푸로민 입하」, 1948.1.28.

221) UNCAC는 1953년 9월에 창설되어 1955년까지 한국전쟁 중 발생한 전쟁난민을 구

호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는데, 특히 당시 공중보건과 공공구호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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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UNCAGK를 통하여 입하한 다이아손 390병을 각도내 요양원에 할당하였

다.222) 또한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 전남반 처장인 모리슨(Morrison)이 소

록도에 기증한 아세댑손(Acedapsone, DADDS)으로 환자들에 대한 투약시험이

있었다. 소록도갱생원에서 프로민의 사용은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는 환자

부터 시작하여 1956년에는 결핵양형나(tuberculoid leprosy)환자로 확대되었고,

다음 해인 1957년에는 나종형나(lepromtous leprosy)환자로 확대되었다.223) 한편

다이아손정 역시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했으나 공급부족

으로 소아환자에 한해서만 투여했다. 다이아손은 화학제조를 더 분화시켜 프로

민보다 부작용이 더 적었기 때문에 소아환자 및 댑손과 프로민에 부작용이 있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약했다. 이외에 역시 디디에스제인 프로미졸

(Promizole)도 1955년에 소록도에 도입되어 중증환자에게 사용되었다.224) 1953

년, 디디에스제가 소록도에 도입된지 7년 후 디디에스제는 대풍자유보다 나병환

자치료에 있어 월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균의 감소, 감실, 나

결절의 흡수, 지각탈실부의 축소 내지 소실, 반문의 소퇴역, 탈각된 눈썹 및 모

발의 재생 등 병증의 현저한 경쾌’가 관찰된 것이다.225)

한편 코크레인 박사에 의해 개발된 댑손(Dapsone)제는 1951년에 한국에 도

입되었으며, 1953년에는 전국적으로 나병 치료제로 보급되었고, 소록도에는

1955년에야 본격적으로 들어왔다.226) 댑손제는 이전의 디디에스제에 비해 월등

한 이점이 있었는데, 첫째, 경구용이었기 때문에 주사제보다 사용하는데 간편하

였으며, 둘째, 다른 약제보다 월등한 혈장수준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

이었고, 셋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댑손을 복용한 환자는 나병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경장애 역시 예방되는 효과를 가졌다.227) 댑손제

의 월등한 효과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소록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나병 요

양소에서 가장 중요한 나병치료제가 되었다. 소록도에 도입된 지 1년만인 1956

정부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었다. UNCAC가 프로민과 다이아손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이들 약제가 전쟁구호물자로 들어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222) 동아일보, 「나병치료약 이만명분 입하」, 1952. 1.15.

223) 한센병은 한센병균의 침범 부위,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병되는

데, 치료와 후유증 관리를 위하여 이를 몇 가지 병형으로 구분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결절나, 반문나, 신경나, 혼합나로 구분하였다. 나종형나, 결핵양형나의 구분법은 1953

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6차 국제나회의에서 결정된 병형구분법이다. 마드리드 분류

법은 1957년부터 소록도병원에서 사용되었다.

224) 갱생원, 1952~1955년. 『갱생원연보』.

225) 갱생원, 1953년. 『갱생원연보』.

226) 갱생원, 1955년. 『갱생원연보』.;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151.

227) H. Helber & Grosset. 2012. “The chemotherapy of leprosy: An interpretive

history”. Lepr Rev, 83,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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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환자의 대다수에게 1주일에 6회씩 투여되었다.228) 그러나 디디에스의 도

입으로 대풍자유가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부작용 때문에 디디에스제를 사용

하기 곤란한 환자나 중증환자에게 디디에스제를 보조하는 약품으로 상당히 오

랫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는 소록도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

고, 이제 댑손제가 거의 유일한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디디에스제가 도입되기 전 나병 치료에 주로 사용되었던 대풍자유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환자를 제외한 중기 이후의 환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으며, 또한 재발율 역시 높았고,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는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임상적 증상이 소실되어도, 세균학적 검사

에 여전히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엄격한 세균학적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대풍자유에 의하여 나병은 완치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

다. 이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소록도갱생원에서 완치로 판

정된 환자는 거의 없었다. 반면 임상적 증상의 소실을 완치 기준으로 삼았던 서

양나병원에서는 완치자가 속출했다. 또한 현대적인 특수한 치료를 받지 않을 때

에도 경미한 나진(lepride) 등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거나 대풍자유 복용으로도 치

료가능했다.229) 특히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나병이 발병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

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것 역시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230) 그러나 일반사

회에서 나병은 소록도갱생원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병”으로 인

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해방 이후 디디에스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지속되었다. “불치”의 “전염성 강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나병에 걸린 환자는 그

래서 당연히 추방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병이 불치의 질병이

라는 인식은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인

식은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프로민이 남한에 들어온 무렵인 1946년에 나병치료에 있어 새로운 화학제제

인 디디에스의 효과는 이미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현대일보

의 1946년 7월 12일자 「“푸로미졸술파” 나병에 발효」라는 제목의 기사는 미

국보건후생성이 “푸로미졸 술파”라는 약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카빌요양소에

서 11명의 나병환자를 치료한 결과 7명이 효험을 보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후

언론에 나병 치료에 이 약제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크게 주목받았다.231) 또한

228) 갱생원, 1956. 『갱생원연보』.

229) 유준, 『나병』, p. 183.

230) 보건사회부, 1970, 『WHO 나병관리지침』.

231) 현대일보, 「“푸로미졸술파” 나병에 발효: 워싱턴 11일 UP발조」, 1946. 7.12.; 민주

중보, 「나병에 특효약」, 1946. 7.13.; 공업신문, 「프로미졸 술파 나병발효」,

1946.7.14.; 공업신문, 「뢰병에는 쓸포제」, 1946.12.19.; 독립신보, 「나병에 서광」,

1946.12.19.; 충청매일, 「나환자에 광명, 신치료법 발견」, 19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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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 보건후생부장을 역임하고 당시 세브란스 의과대학학장이었던 이용설 박

사는 194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병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푸로민

과 다이아손의 나병 치료효과가 매우 큰데, 값이 비싼 것이 문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할 수 있다면 나병 치료가 가능하며 전염 역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232) 1943년 미국 카빌요양소의 패짓박사가 프로민의 효과를 보고한 이

후 전세계적으로 나병 치료에 있어 디디에스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결과가

속속 국제 나병 학계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Paget et al, 1943; Wharton,

1974; Cochrane, 1948; Lowe & Smith, 1949; Muir, 1950, 1951). 당시 나병이

국가적인 보건문제로 대두되었던 남한에서도 이러한 국제 나병 학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새로운 나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내에서 디디에스제의 효과에 대하여 먼저 연구를 시작한 것은 연세대학교 미

생물학교실의 유준교수팀이었다. 유준은 한국에서의 나병 치료에 있어 디디에스

제의 가장 적절한 용량에 대한 연구결과를 1958년 도쿄에서 열린 제 7차 국제

나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그는 한국에서도 나병 치료에 디디에스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233) 이러한 국제 나병 학계와 한국 학계에서의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는 점차 한국 정부의 나병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시켰다. 그동안

불치병이라 간주했던 나병이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 심지어 완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국 정부 내에서 등장한 것이다. 손창환 보건사회부 장관은 1959년 디

디에스제 치료로 나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234) 손창환

장관은 결핵, 기생충병, 아편중독, 성병 그리고 나병이 5대망국병인데, 나병의

경우 최근 개발된 디디에스제를 연속적으로 복용하면 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나병은 좋은 약으로 근치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

한 질병 때문에 나병환자만 불필요하게 사회에서 냉대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고 발언했다.

1946년 남한에 도입된 디디에스제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었는데, 소록도갱생

원의 경우 1957년부터 디디에스제에 부작용이 있는 소수의 환자를 제외한 대다

수의 환자에게 디디에스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디디에스제의

사용은 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

232) 동아일보, 「나병대책 없는가」, 1949. 7. 28.

233) Lew, J. and Chung, M., 1958, “Observations of Optimum Dosages of D.D.S. in

the Treatment of Leprosy in Korea”, VII International Congress of Leprology,

Abstract of Paper, Tokyo, Japan, November, 1958, pp. 174-175.

234) 의사시보, 「나병은 완치할 수 있다: DDS로 치료사업전개중」, 195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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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균 검사시기 환자 총수 균양성 균음성

1957년 7월 4942 3232(69%) 1710(31%)

1958년 12월 5078 3054(60%) 2024(40%)

1959년 12월 4927 3172(66.2%) 1755(33.8%)

1960년 12월 4742 2978(62.8%) 1764(37.2%)

표 4. 소록도갱생원 세균검사성적표 (1957~1960년)

* 1960년은 소록도병원

출처: 소록도갱생원 연보에서 재구성

위 표는 디디에스제 도입 후 소록도갱생원에 재원한 나병환자의 세균검사

성적표이다. 소록도갱생원은 1947년 프로민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디디에스

제의 사용을 점차 늘려나갔고 1957년부터 거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디디에스

제를 사용하여 치료했다. 디디에스제 치료와 동시에 1957년 7월부터 모든 재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나병균 검사를 시작했다. 균양성자는 3개월 당 1

회, 균음성자는 6개월 당 1회씩 검사를 실시했는데, 조직액 검사는 신체병소부

위 12개소 이상에서 조직액을 웨이드법(Wade method)으로 채취하고 질닐슨법

(Ziehl-neel Sen's stain)으로 염색한 후 검사했다.235) 1957년부터 1960년의 4년

동안 세균검사 결과는 위 표와 같다. 디디에스제 사용 후 균음성율이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7년 7월 전체환자 대비 균음성율이 31%였던 것에

서, 1960년 12월에는 37.2%까지 증가했다. 균음성율의 증가는 디디에스제의 사

용으로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천천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했

다. 한편 디디에스제에 관한 연구가 같은 시기 보사부 WHO 고문관실과 연세대

학교 미생물학교실에 의하여 소록도갱생원에서 실시되었다.236) 1957년부터 1961

235) 웨이드법은 필리핀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나학자 웨이드(Wade)가 만든 나병균 검사

방법으로 1935년 발표이후,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다. 웨이드가 사용했던

방법은 피부의 일부를 절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출혈과 피부에 흉터가 남는 부작

용이 있었다.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소록도갱생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였던 하용마는

인터뷰에서 해방 후 소록도에는 제대로된 세균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한

다. 그는 WHO 자문관이었던 로드리게즈 박사의 도움으로 필리핀 쿨리온(Culion) 에

견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세균검사법을 지도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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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소록도갱생원 재원 나병환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조사의 목적은 디디에스제를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방식과 의료요원이

복용시키는 방식의 차이가 나병의 음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소록도갱생원의 디디에스제에 의한 음전율은 다른 국가에서의 결과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이 이유가 소록도갱생원에서 환자들이 스

스로 투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1957년부터 1959년까지는 환자 스스로 복

용하도록 하고, 1960년부터는 교육받은 의무요원에 의하여 복용을 확인시켰다.

그 결과 음성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1957년 7월에 36.5%, 1958년 5월에

42.85%, 1959년 5월에 44.9%, 1960년 6월에 45.2%에 불과했던 균음성자의 비율

이, 1961년 10월 의료요원의 복약확인 이후 72.6%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결

과는 디디에스제를 규칙적이고 알맞게 사용만 한다면 그 치료효과가 매우 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록도갱생원 당국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

사와, WHO 고문관실과 연세대학교의 조사 결과 디디에스제의 나병에 대한 뛰

어난 효과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고, 나병은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닌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디디에스제의 사용 결과 소록도의 경우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균음성화 판정

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67년에는 소록도병원 환자의 87%가 균이 음전환되었

고, 12.9%인 505명만이 여전히 균양성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댑손을 비롯

한 디디에스제의 강력한 효과로 인하여 환자들 역시 나병은 완치 가능한 질병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환자들이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이상 치료되지 않는 환자군의

경우는 자신의 치료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과 탈시설 요구

1897년 국제나회의에서 권고되었던 강제격리정책은 나병이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되었던 여러 국가에서 받아들여졌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나병

환자에 대한 엄격한 강제격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들

의 식민지에서는 상당히 느슨한 강제격리정책이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강제격리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강제격리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으며,

1923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열린 제3차 국제나회의에서는 전염성의 환

236) 김계한, 하용마, 오중근, 서재주, 김승엽, 유준, 1968, 「나환자에게 의료요원이 직접

DDS를 투여하는 방법이 세균음전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나학회지』 5(1),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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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해서 강제격리 하되 가능한 인도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 권고되었다.

193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4차 국제나회의에서 역시 전염성 환자에 한

정된 격리가 권고되었으며, 또한 환자의 자발성과 퇴소시기를 설정할 것 역시

권고되었다. 비전염성 환자에 대한 격리를 지양했기 때문에 재택환자에 대한 관

리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치료된 환자의 퇴소로

인하여, 이들의 취직 등 사회복귀의 지원 역시 권고되었다. 나병환자에 대한 기

존의 엄격한 격리에 대한 국제나회의의 태도는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상대적으로 온화한 것으로 변화했으며, 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점차 중

요하게 여겨졌다. 디디에스제가 개발되어 그 효과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

에 쿠바의 하바나에서 1948년 개최된 제5차 국제나회의에서도 이전의 이러한

권고를 재확인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강제격리정책은 점차 지양되어 갔다. 그

러나 강제격리에 대한 일본과 그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의 태도는 국제나회

의의 흐름과는 다르게 점차 강화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엄격한 강제격리에

대한 지지는 일본의 태도에 크게 영향 받은 것이었다. 강제격리에 대한 비판적

인 국제나회의의 권고나 강제격리가 오히려 나병을 통제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식민지 조선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반강제격

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등의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남한에 알려지고 받아들

여지기 시작했다.

WHO의 반강제격리 입장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나위원회

(Leprosy Commission)의 입장을 이어 받은 것이었다. 국제연맹은 1923년부터

헌장 23조(질병의 예방과 통제)에 근거하여 산하에 보건기구(Health

Organization)을 두었다. 이 보건기구의 역할은 원래 건강과 사회 문제부(Health

and Social Questions Section)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나, 무역과 식민지 경영으로

점차 전세계가 밀접해질수록 더욱 빈번해지고 빨라지는 전염병의 확산의 통제

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되었다.237) 건강부는 1923년 건강기

구(Health Organization)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 조직은 건강 위원회(Health

Committee), 일반 건강 자문위원회(General Advisory Health Council), 그리고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로 구성되었다. 국제연맹의 건강기구는 주로

질병의 예방과 통제, 전염병 감시, 혈청/백신/생물학적 제품의 표준화, 건강 전

문가 및 위생 조직 등의 교류, 농촌 위생, 영양 문제, 도시와 농촌의 주거 등의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펼쳤다.238) 당시 브라질의 나병 전문가였던 샤가스

237) Archives of the League of Nations, Health Section Files, Archives of WHO,

http://www.who.int/archives/fonds_collections/bytitle/fonds_3/en/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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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 Chagas)239)는 1925년 국제연맹에 나예방위원회(Leprosy Prevention

Commission)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곧 샤가스를 위원장으로 한 나위원회

(Leprosy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240) 이후 1928년 버넷(Etienne Burnet)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1929년 1월에는 런던과 발틱, 같은 해 3월부터 10

월에는 미국, 12월에는 남미, 193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인도, 말레이시아, 자바,

필리핀, 광동성, 상하이, 일본,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조사했는데, 1930년 조사결

과와 모든 나라에 보낸 설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담아 나병 보고서를 작성

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국제연맹 보건기구의 나병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241)

버넷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1931년 Leprosy Review 저널에 「국제연맹

과 나병과의 싸움(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Leprosy)」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242)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맹의 건강기구는

나위원회에 독일, 브라질, 미국, 영국,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를 위촉했다. 버넷

은 이 보고서에서 나병 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격리와 치료에 관하여

나병 전문가들이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에 사용되는 대풍자유와 관련하

여 한편에서는 대풍자유가 초기 환자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믿는 대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적인 치료와 영양학적인 치료보다 대풍자유가 더 효과가 있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격리와 관련해서는 나요양소에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

이 나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 측이 있는 반면, 강제격리가 환자들

을 숨게 만들어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전염을 더욱 확산시킨다

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버넷은 이 보고서에서 인도의

P.T.S(Propaganda-Treatment-Survey) 시스템을 모델로서 소개했다. P.T.S는

1917년 프랑스의 식민지 의사들이 “자유치료(free treatment)”라고 불렀던 것으

로 환자들이 자유롭게 치료받도록 하는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P.T.S는 나

병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초기 치료를 가

능하게 하며, 역학적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나병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243) 버넷은 이 보고서에서 오래된 용어인 격리(segregation)라는 용어

238) United Nations Archives Geneva. https://biblio-archive.unog.ch/detail.aspx?ID=405

(2018.11.8.)

239) 브라질의 세균학자이자 의사인 샤가스(Carlos Justiniano Ribeiro Chagas) 박사는

1909년 당시 남미에 유행하였던 샤가스 질병을 처음 발견한 인물로 유명하다.

240) Weindling Paul, 2006, “The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zation and the Rise

of Latin American Participation, 1920-40”, História, Ciências, Saúde-Manguinhos,

13(3). (http://dx.doi.org/10.1590/S0104-59702006000300002)

241) International leprosy Association, History of Leprosy,

https://leprosyhistory.org/database/archive1007 (2018.10.30.)

242) Etienne Burnet(secretary for the leprosy commission), 1931,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Leprosy”, Leprosy Review, 2(4),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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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폐기하고 더욱 자유주의적이고 의료적인 용어인 고립(isolation)을 사용할 것

을 요구하는 등 강제격리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국제연맹의

나위원회의 강제격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1938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콕회

의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1938년의 방콕 나위원회 회의에서 전염성 환자에 한정

해서 고립(isolation)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환

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조건의 발전 역시 치료에 중요하다는 권고를 채택하였

다.

국제연맹의 보건기구를 이어받아 1947년 창설된 WHO 역시 나위원회의 강

제격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받아들였다. 195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와

상파울로에서 열린 제1회 WHO 나전문위원회(Expert Committee on Leprosy)

회의에서 모든 국가에서 강제격리정책을 재검토할 것이 권고되었다. 또한 WHO

나전문위원회는 첫 번째 보고서를 내고, 기존의 관행을 변화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전염성 환자에 대한 격리법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변화해야 하고, 그래서 환자가 치료를 초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전염성이 사라질 경우 신속히 퇴원시키는

것은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몇 십년에 걸친 역

학적 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나병은 결핵보다 그 전염성이 훨씬 약한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위생 규칙이 지켜지는 나요양소에서 직원은 거의 감염의 위험

없이 일하고 있으며, 환자의 배우자 역시 거의 감염되지 않았다. 또한 실험적으

로도 나병은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접종에 성공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나병의

전염성이 극히 약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강제격리법의 효

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강제격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강제격리법이 있더라도 더욱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실행되는 지역에서

나병은 점차 감소하거나 거의 사라진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정책을

취했음에도 나병 유병율이 변화하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경우 강제격리법이 있

었지만, 거의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환자는 극적으로 감소했다.244)

강제격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점차 강해졌는데 결국 1958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나회의에서 어떠한 강제격리정책도 폐지하고 나병 치료는 재택, 외래

치료를 기본으로 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는 디디에스제의 효과가 입증된 상황에

서 격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어 1959년의 WHO 나전문가위원

회 회의에서도 요양소중심주의를 폐지하고, 요양소는 나반응이나 후유증 등을

243) Lowe, John., 1932. “Leprosy in India”, The Indian Medical Gazette, April.

pp.208-210.

244)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4, International Digest of Health Legislation,

5(1),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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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는 장소로 전환하며, 격리되어 있는 환자는 사회로 복귀시킬 것을 권고했

다.

이렇듯 오랫동안 강제격리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WHO가 1945년

광복 이후에 남한에 들어와 남한의 나병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미국의 보건 및 나병 관련 인사들이 남한에 방문하여 남한의 나병 상황을 시찰

하고, 나병 정책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1947년 10월 22일에는 미국 나

협회(American Leprosy Missions) 간사인 케라스바카 박사가 남조선 각지의

나병 요양소를 시찰하였다.245) 한편 1949년 11월 22일에는 미국보건후생부 극동

책임자 스미스 박사(군의 준장)가 보건부를 방문하여 보건부 구영숙 장관과 면

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스미스 박사는 지난 10년 간 필리핀에서 발전시킨 보

건행정을 소개하고, 특히 필리핀의 결핵, 말라리아, 나병에 관련된 성공적인 정

책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WHO 국제아동구호재단(UNICEF)을 통해서 보건원

조를 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246) 즉 미국은 남한의 보건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WHO나 UNICEF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

다.247) 이러한 계획은 1950년에 더욱 구체화되어 실행되기 시작했다. 구영숙 보

건부장관은 1950년 1월 12일 UNICEF와 WHO의 한국 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건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UNICEF는 기술이나 자재 등

을 지원하고, 기술적 원조는 WHO에서 담당하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서무비

등의 사업추진 부대경비는 한국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WHO는 한국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보건 전문가를 인도네

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 파견하고 있었다.248) 그러나 당시 UNICEF의 원조 계획

에는 결핵, 성병, 모자보건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었고, 나병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UNICEF 등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나병 상황을

245) 중앙신문, 「미국나병협회 간사 케박사 이십일 래경」, 1947.10.19.; 조선중앙일보,

「미, 나병협회 상무 바-카 박사래한」, 1947.10.21.

246) 동아일보, 「보건행정에 새로운 서광, 스미스박사 미국보건부극돋책임자 원조를 확

약」, 1949. 11.23.

247) WHO는 초창기부터 FAO, ICAO, ILO, UNESCO, 그리고 UNICEF 등의 국제기구

와 다양한 공동 사업을 진행해 왔다. WHO는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의료, 보건, 통

계, 마약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UNICEF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UNICEF는 자신의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WHO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다. 이러한

WHO와 UNICEF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보건사업에 WHO는 기술 원조를 그리고

UNICEF는 물질적 원조를 지원했던 것이다. WHO와 UNICEF의 관계와 협업에 관한

내용은 WHO에서 발간한 The First Ten Year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8-1957과 The Second Ten Year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8-1967

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48) 동아일보, 「오천만원을 계상, 유니세프 원조를 받기 위해」, 195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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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나병과 관련해서도 원

조를 요청할 것을 계획하였다.249) 이에 당시 보건부 차관이었던 이갑수 등이

1950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WHO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말라리

아, 아편, 기생충병, 나병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 기술적 또는 물질

적 원조를 요청하려 했으나,250) 이갑수 차관은 참석을 못하고 대신 최영태 방역

국장이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나병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원조를 요구했

다.251)

그러나 WHO의 나병 지원 사업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미뤄졌고, 실제

로 지원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우선 한국의 나병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나병 고문관실을 서울

에 설치하고 장기 또는 단기 고문관을 주재시켰다. 먼저 유엔 민사원조처(Civil

Assistance Command, CAC)에서 1955년 세계적인 나병 전문가인 코크레인(R.

G. Cochrane)을 한국에 파견시켰다. 이후 1957년부터 WHO에서 나병 전문가들

을 한국에 파견했는데, 1957년에는 로드리게즈(Rodriguez), 1961년부터 1965년까

지는 루돌프 트랩만(Rodulf Trappmann), 1966년에는 다멘드라(Dharmendra), 그

리고 1968년에는 와데카(Wardekar)가 고문관으로 내한하여 나병 관련 정책과

연구, 치료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먼저 코크레인은 한국의 나병환자수, 나병

정책, 치료상황, 시설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 결과는 국제 나병 학

술잡지에 발표했다.252) 또한 그는 수집되어 분석된 한국의 나병상황에 근거하여

나병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했다. 그의 제언은 이후 WHO의 한국에 대한

기술지원에 바탕이 되며, 동시에 한국의 나병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그의 조언은 첫째, 한국이 효과적인 나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부에서 한국의 나병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되는 정

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둘째, 당시 존재하고 있는 나병 시설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특히 지방 당

국, 선교사업가들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 대하여 나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전체 인구의 샘플을 선정하여 조사한 후 한국의 나병 유병율을 추산해야

한다. 넷째, 나병 전문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센터가 필요하다. 다섯째,

비전염성인 결핵형(tuberculosis)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

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조언은 WHO를 비롯한 국제 나병 학계가

249) 동아일보, 「세보연 삼회 총회」, 1950. 3.12.

250) 동아일보, 「이보건차관 등 26일 출발, WHO 총회참석」, 1950. 4. 9.

251) 동아일보, 「국제보건기구 총회에 최영태 씨가 참석」, 1950. 4.29.

252) R. G. Cochrane, 1955, “Leprosy in Korea: Part 1”, Leprosy Review, 26(4),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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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유하고 있었던 훨씬 완화된 격리정책에 대한 생각에 근거해 있는 것이

었다.253)

코크레인의 한국의 나병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조언은 이후 WHO의

한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에 근거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WHO에 보건사업

에 필요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1961년 10월

WHO로부터 결핵과 나병 퇴치사업에 필요한 20만불을 원조받기로 했다.254) 또

한 WHO 및 UNICEF는 공동으로 한국의 나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월성군에서 1963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을

표본조사구역으로 선정 후 전주민을 일제 검진했다(오중근, 유준, 1970). 이 사

업은 WHO에서 파견한 나병 고문관인 트랩맨 박사의 기술적 조언에 하에서 이

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 한국에서의 나병 유병율이 1,000명에 대하여 2명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졌고, 당시 한국에는 약 80,000명의 나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

되었다. 이 80,000명이라는 추산 나병환자 수는 이후 나병 관리 정책을 수립하

는데 기준이 되었다.

2절. “음성나환자”의 탄생과 격리의 다각화

1) 세균 검사 방법의 한계와 음성나환자의 탄생

디디에스제와 같은 효과적인 화학치료제의 개발과 등장으로 1950년대 후반

에 이르면 나병은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손창환

보건사회부 장관은 1959년 담화에서 디디에스제로 나병을 지속적을 치료하면

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선

언하기에 이르렀다.255) 이러한 나병이 치료가능하다는 보건당국의 인식의 변화

는 국가재건회의 의결에 의하여 1963년 2월 9일 개정되고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전염병예방법에 반영되었다. 1954년의 전염병예방법에 제3종 전염병이지만 다른

3종 전염병과는 달리 특별 취급을 받았던 나병은 1963년의 개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했다. 1963년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나병에 대한 의사

253) R. G. Cochrane, 1956, “Leprosy in Korea: Part 2”, Leprosy Review, 27(1),

pp.19-28.

254) 의사시보, 「결핵과 나병퇴치에 박차: WHO로부터 20만불 원조받기로」, 1961.10.23.

255) 의사시보, 「나병은 완치할 수 있다: DDS로 치료사업전개중」, 195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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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법률 제308호)

1954.2.2. 제정, 1957.2.28. 시행

전염병예방법(법률 제1274호)

1963.2.9. 제정, 1963.3.12. 시행

제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① … 제1종,

제2종과 라병에 있어서는 즉시 로 그 환

자 또는 사체소재지의 특별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병” 삭제

제6조 (환자의 전귀신고) … 제1종 전염

병환자, 그 의사환자 또는 라병환자의 전

귀(퇴원, 치료, 사망, 주소변경을 포함한

다)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의 특별시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병” 삭제

제29조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 ① 제1

종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는 전염병원, 격

리병사, 격리소,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

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수

용되어 치료를 받어야 한다.

제29조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 ① 항

에서 “라병” 삭제

②항 신설: 제3종전염병환자중 주무부령

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제1종전염병, 라병환자와 그 시체

이동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와 라병환자

또는 그 시체는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

장의 허가 없이 이동할 수 없다.

“라병” 삭제

의 신고(제4조 제1항), 나병환자에 대한 전귀 신고(제6조), 시체이동금지(제34

조), 환자 시체의 화장(제35조), 강제처분(제42조 1항) 조항이 삭제되었다. 특히

나병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제29조(격리 수용하여야 할 환자) 1항에 ‘제1

종 전염병 환자와 나병환자는 전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요양소, 혹은 특별시

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나

병환자의 격리를 강제했던 조항이 삭제된 것은 국가 나병정책에 일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었다.

즉 디디에스제의 도입과 사용으로 나환자의 음전환율이 급속도록 증가한 결

과는 보건당국이 나병은 이제 치료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에 WHO의 강제격리 철폐 요구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염병예방법에서 강

제격리 조항 등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강제격리 조항의 삭제가 곧바로 치료된

나환자가 더 이상 격리되거나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의 정확한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치료와 완치에 관련한 더욱 복잡한 논의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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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자시체의 화장) 제1종전염병환

자와 라병환자의 시체는 화장하여야 한

다.

“라병” 삭제

제42조 (제1종전염병 또는 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

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라병” 삭제

표 5. 1963년 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나병 치료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완치의 기준은 논쟁적이었다. 2장에서 언

급한 완치(cure) 기준의 모호성은 새로운 화학치료제인 디디에스제의 뛰어난 효

과가가 증명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됐다. 이것은 나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세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완치의 결정에서도 세균의 유무가 중

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이루어졌던

일반 임상의들과 세균학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에서 임상의에게 완치란 세

균의 완전한 제거보다는 이전의 기능적 건강으로의 회복과 그로 인해서 환자가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반면, 세균학

자들은 환자 신체 내부에서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완치의 기

준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학자들의 주장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완치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세균학자들의 영향력의 증가는 모순

적이게도 세균검사에 대한 과학적 믿음이 증가함과 동시에 세균검사가 체내의

세균을 정확히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나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의 유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균검사를 통해 세균이 검출되면 다른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나병 환자가 된다. 또한 세균검사는 확진뿐만 아니라 병형분류, 전염

성 판정, 환자의 예후판정, 치료효과 판정 및 병의 예방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정민, 1963: 4). 이러한 세균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웨이드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환자에게 고통을 덜 주고 일시에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256) 그러나 세균검사법의 결과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

256) 전게서, p.5. 웨이드법 외에 절단법, 천공법, 절단 압천법 등의 방법이 있었으나 거

의 다 사라지고 1950년대 웨이드법만 유일하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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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세균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했다. 나병환자

에 대한 임상검사원이었던 유상현씨는 1963년 10월 선명회특수피부진료소에서

발행하는 『서광(Vision, 후에 새빛지)』에 「나병과 세균검사」라는 글을 실었

는데, 이 글에 이러한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유상현, 1963: 15). 세균검사의

어려운 점은 첫째, 검사부위를 잘 선택하는 데에 있다. 어떤 검사부위를 선택하

느냐에 따라 균양성이냐 또는 음성이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양성환

자들은 눈썹과 귀에서 반드시 균을 볼 수 있고 몸의 이상부위에서 균이 검출되

나, 이 부위에서 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염색에 있어서도 시약의 여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약 속의 미용해 물질

을 균으로 오해할 수 있다. 셋째, 현미경 검사시 세밀하지 보지 않을 경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세균검사는 검사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

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치료를 마친 환자에게서 세균검사를 통해 세균이

일정기간 검출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나균이

가장 많은 존재하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는 피부, 특히 병변이 있는 피부나 콧구

멍이고 일반적으로 장기나 체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에 이곳의 피부를 절개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데, 혹 검사하지 않는 곳에 나

균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즉 유존균

(persisting germ)은 음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의 재발(relapse)을 해석하는데 중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즉 디디에스제 치료로 인하여 체내에 대부분의 나균

이 죽어 세균검사에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체내 어느 곳에서는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여, 치료를 중단할 경우 다시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나병 초기에는 웨이드법과 같은 세균검사로 세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나병학자들은 조기 나환자에게 있어서 나균을 발견하

는 더욱 발전된 세균검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예를 들어 유준과 정

민은 1960년 논문을 통하여 기존의 웨이드법보다 월등하게 나은 “트맆신 소화

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유준, 정민, 1960). 트립신 소화법은 병변피부조직을

절취해서 끓인 후 분말화하여 트립신(trypsin)용액으로 소화시키는 방법이었다.

유준 등의 트맆신 소화법은 국제나학회지에도 소개되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0년대 후반부터 국내 나학자인 최시룡 박사는

1940년대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흉골골수천자 방법이 웨이드 법보다 더

나은 세균 검출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소록도 환자들을 상대로 흉골

골수천자법을 사용하여 세균검사를 시도했다. 최시룡 박사의 흉골골수천자법은

1952년 대구에서 보건부 주최로 열린 나병좌담회와 같은 해 8월 10일 소록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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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된 나병좌담회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고, 당시 윤유선 만성병과장은 흉골

골수천자법이 환자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최재유 보건부장관

에게 제출했다고 한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182). 최시룡 박사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다른 나균 검출 방법에 비하여 흉골골수천자가 특

히 신경나와 반문나에서 병균을 발견하는데 탁월하다고 주장했다(최시룡, 1963).

그러나 최시룡 박사의 흉골골수천자를 이용한 나균 검출 방법은 심각한 인

권침해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흉골골수천자란 환자의 앞가슴 중앙을 국소마취

시키고 앞가슴 연골을 뭉툭한 드릴로 뚫어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환자에게 상당히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환자들의 여러 증언에 의하면 허약한 환자

들에게 흉골골수천자법은 매우 부담스러운 방법이었고, 실제로 흉골골수천자법

에 의하여 가슴에 구멍이 뚫린 환자들 중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

른 환자도 있었다고 한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182-183). 특히 나병치료와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나병 검출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방법이 분명히 존재

하고 이 방법이 특별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 방법을 의사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소록도에서 의사의 권위는 현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

들여야 했다. 그러나 결국 환자들은 흉골골수천자법이 나병을 치료하는 최신 치

료법이 아니라 나균 검출을 위한 연구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고 이에 대하

여 김상태 원장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자 환자의 반발은 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확장되었고, 결국 한동안 소란의

결과 흉골골수천자법은 폐지되었다(전게서: 183). 이렇듯 더 나은 나균 발견법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노력했으나 웨이드법을 훨씬 뛰어 넘는 방법은

등장하지 못했다.

때문에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의 논쟁이 있었으나, 일단 세균학적 검사를 통해서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환자들은 negative patient, 즉 음성환자라고 호칭했다. 그러나 단순히 세균의

유무에 따라 정의되었던 negative patient는 필리핀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나

병학자인 라라(C. B. Lara)는 1955년 논문에서 디디에스제로 인하여 등장한 새

로운 환자군인 “음성환자(negative inmate/patient)”에 의하여 다른 의미가 덧붙

여졌다. 라라 박사는 음성환자를 판단하는데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Lara & Tiong, 1955: 363). 즉 음성환자는 첫째, 질병이 중단(arrested)되

었거나, 충분히 말끔해 졌거나(cleared up well enough), 둘째, 질병을 전염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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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험이 없는 환자들로 석방됐거나(released), 퇴원(discharged)되어 건강

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환자들로 정의내린 것이다. 즉 환자의

퇴원의 기준에 있어 세균검사에 따른 음성이라는 판정이 중요하게 되었고, 음성

환자는 세균검사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퇴원이 가능한 환자로 분류된 것이

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점은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여전히 “질

병을 전염시킬 충분한 위험이 없는” 환자로, 다시 말하면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

성이 미약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환자라는 것이다.

즉 음성환자는 현재 임상적 증상이 없고 체내에서 나균도 발견되지 않는 이

미 치료된 “건강인”이지만, 공중보건학적 입장에서는 여전히 체내 어딘가에 나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재발되

었는데 즉각적인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없을 경우, 즉 재발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음성환자는 언제든 다른 건강인에게 나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임상적 증상

도 사라지고 또한 세균검사에도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건강인은 여전히 “환자”

로 규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음성환자는 비전염성환자로 불

리기도 한다.257)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나병에 걸려 국가 의료 체계에 등록되어

관리받기 시작한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치료된 환자는 양

성환자에서 음성환자로 전환될 뿐이지 완치될 수 없다는 역설이 발생한다.258)

한국에서 음성환자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의 소록도나 서양나병원에서는 존

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에 소록도에서는 1958년경까지 세균검

사에서 세균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을 “음성자”라고 호칭하여 별도로 기록했으

나, 이 음성자를 따로 치료가 완료된 집단이나 전염성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히

257) 비전염성환자를 정의하는 것도 시기와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종형나의 경우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종형나를 앓고 있는 환자는 전염성환

자로, 반면 결핵형나는 전염성이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핵형나

를 앓고 있는 환자는 비전염성환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전염성

환자는 결핵형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학적검사에서 세균이 일정 기간동안

검출되지 않는 음성환자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258) 나병환자의 재발율은 전체 음성환자 중 10%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1966년 9월 말

5개 국립나병원 환자 6,928명 중 84명(1.2%), 그리고 정착 및 안착지 주민 9.322명 중

153명(1.6%)이 재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2~1.6%의 재발율을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발율 때문에 이미 치료가 완료되어 건강인

이 된 사람들을 여전히 “환자”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도일 박사에 따르면 남미의 가이아나(Guyana) 마하이카

(Mahaica) 나병병원에서 1973년 3월부터 1974년 11월까지 21개월간 연구한 결과 재

발율이 23.2%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재발율이 높은 이유는 환자의 불규칙적인 복약

과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김도일, 1976, 「나병의 재발에 관한 연

구」, 『대한나학회』 10(1),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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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소록도에서는 1957년부터 새로운 환자

분류가 등장하는데, 전염성을 기준으로 “개방성 환자(open patient)”와 “폐쇄성

환자(closed patien)”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즉 1957년경부터 세균의 유무로 나

병환자를 전염성환자와 비전염성환자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구

분은 1960년에 이르면 사라지고 대신 1964년경부터 병형을 기준으로 전염성을

구분하는 모습이 보인다. 즉 나종형나 환자의 경우는 전염성인 것으로 간주하

고, 반대로 결핵형나 환자는 비전염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1966년에 이

르면 이러한 분류법은 다시 바뀌는데 병형과 상관없이 세균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전염성인 것으로 간주하고, 음성일 경우 비전염성인 것으로 간주했다.

즉 음성나환자라고 하는 새로운 범주는 1960년대 초에 한국에 등장한 것으

로 보인다. 1963년 전염병예방법에서 “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조항이 사라지

고,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1964년에 개최된 나병관리협의회에서는

“치유자”에 대한 퇴원조치를 결정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98). 그러나 모든

음성환자들이 모두 퇴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양성자들만

이 입원할 수 있었지만, 단기간의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또는 무의탁

한 고령자의 경우는 음성일 경우에도 입원시켰다. 퇴원이 가능한 경우는 균검사

에서 음성으로 판명되고, 이동능력이 있는 자로서 행선지가 명확한 사람에게 한

정시켰다. 즉 음성환자일 경우에도 장애나 노동력의 상실, 또 다른 의료적 관리

가 필요하여 사회복귀가 어려운 사람이나, 돌아갈 곳이 없어 부랑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퇴원할 수 없거나, 계속 입원할 수 있었다.

WHO는 퇴원 기준을 세웠는데 균음성전환 후 나종형나 환자는 추가적으로

36개월 동안 균이 다시 검출되지 않는 자, 그리고 결핵양형나의 경우는 6개월,

부정군나의 경우는 2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균이 검출되지 않는 자들의 경우 퇴

원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의 나병 관리 제도는 이러한 WHO의 기준을 받아들여

음성환자들의 퇴원을 관리했다. 한편 소록도 내 음성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새

로운 관리제도 등이 만들어졌다. 음성환자들은 양성환자들과 거주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소록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나병환자 마을인 장안리는 1960

년대에 음성환자 거주지로 바뀌었다. 한편 디디에스제의 투약은 양성환자뿐만

아니라 음성나환자에게도 이루어졌다. 이는 소록도뿐만 아니라 정부에 등록된

모든 나병환자에게도 동일한 것이었는데, 소록도에서는 철저하게 투약이 관리된

반면 재가환자들의 경우는 관리요원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환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1960년대 소록도에서는 성인 양성환

자에게 댑손을 주당 최대 300mg~400mg씩 주 2회로 분복시켰고, 반면 음성환자

에게는 댑손을 양성환자보다는 소량인 100mg~200mg씩 주 1회 복용시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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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나환자의 체내 어딘가에 나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이들의 재발을 막

기 위해 평생 환자로서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국가는 음성

나환자들에게 평생 댑손을 복용하도록 권장했다. 그 결과 현재도 재발의 위험을

걱정하는 한센인들이 완치된지 30년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댑손을 자발적으로

복용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이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치료 후 일정 기간 나균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은 집단을 음성나환자(음성

치유자)로 호칭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스티그마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다. 언론은 나병 증상이 없고, 건강인들에게 나균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집단

을 일컫는 관리용어인 음성환자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전염의 위

험성이 없는 병력자들을 여전히 환자로 여기도록 했다. 언론은 소록도병원에서

와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나병 양성자와 음성자 모두 환자라고 칭했을 뿐만 아

니라 시설에서 이미 퇴원하여 사회에 복귀했거나 한센인정착촌에서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음성나환자라고 칭했다. 한센인정착촌은 “나환자정착촌” 또는 “음성

나환자(정착)촌”으로 호칭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정착촌에 여전히 전염성을 가

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했다. 실제로 나병의 경우 전염성이 매

우 약하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발병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균이

오랜 시간 동안 검출되지 않아 퇴원한 병력자에게도 국가와 의료계에서 “환자”

라고 부르고, 마치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

는 것처럼 관리하는 행위는 일반사회의 나병과 나병환자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강화하는데 공헌하는 것이었다.

2) 음성나환자의 퇴원과 부랑·양성·장애환자의 격리 지속

196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병원의 연보에 나와 있는 환자동태표의 퇴원자 유

형은 전출, 사망, 도망, 기타로만 표시되어 있고, 치료 후 퇴원은 별도로 표시되

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63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의 결과 1964년부

터는 환자통태표의 퇴원자 유형에 “경쾌퇴원”이 포함되게 되었다. 경쾌퇴원 구

분은 1966년까지만 되어 있고 1967년부터는 경쾌퇴원 범주가 사라지고, 정착이

라는 범주가 새로 생긴다. 정착촌은 음성환자들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정착이라

는 범주는 경쾌퇴원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이한 점은 세균검

사에서 일정 기간 음성이 나와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완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경쾌”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이다. 경쾌라는 이름에는 이들에 대한

당시 나병 의료전문가들의 시선이 반영된 범주화라고 보여진다.

1960년까지 소록도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나병의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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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전소
사망 도망 미귀 경쾌 정착 임신 합계(사망제외)

1960 122 88 70 187 - - - 467(379)

1964 66 92 128 225 198 - - 709(617)

1966 - 72 210 253 - - 535(463)

1967 - 72 184 - 196 24 476(404)

1974 - 90 94 - 243 - 427(337)

표 6. 소록도병원 퇴원자 유형별 추이(1960-1974년)

*1974년 정착자수는 귀가환자 포함

출처: 소록도병원 연보에서 재구성

는 사람들은 없었고, 타 시설이나 나환자촌에 전출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

다. 그러나 1963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경쾌퇴원의 구분이 생긴 이후, 1964

년 퇴원자 총수는 709명이었는데, 이중 경쾌퇴원이 198명, 전소자가 66명, 사망

자가 92명, 도망자가 128명, 그리고 기타가 225명이었다. 이들 경쾌퇴원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나환자촌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들 중에는 다시 거리로 돌

아가는 자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음성나환자 중에서도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퇴원 심사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1963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제29조의 강제격리 조항에서 나병이 삭

제되어 더 이상 강제격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나, 29조 2항에 의거하여 주무부

령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격리수용시켜 치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모든 나환

자들에 대한 강제격리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

는 사람들은 강제격리되고, 나시설 당국의 철저한 심사에 의하여 사회에 무해한

사람들만 퇴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최대경 교수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후 격리수용 대상

이 되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할 것을 건의했다(최대경, 1963: 3).

격리수용의 대상이 되는 자는 첫째, 전염의 우려가 농후한 자로서 웨이드법에

의하여 균양성도가 높은 자이다. 둘째, 비전염성 환자라 할지라도 정부의 방침

대로 규칙적인 치료에 따르지 않는 자이다. 셋째, 전염성이 약하거나 비전염성

환자라 할지라도 가정 형편상 집에 머무를 수 없고 거리를 방랑하여 사회에 물

의를 일으키는 자이다. 넷째, 균 음성, 양성을 불문하고 나병을 빙자하여 유리걸

식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 시키는 자들도 강제격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의 주장은 나환자의 강제격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정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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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단순히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물의”의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상당부분 당시의 나

학계 주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

나, 대체로 의사의 지시대로 규칙적인 치료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이 못

되는 양성환자들은 나시설에 강제격리 됐다. 여기에는 부랑나환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퇴원 기준은 입소 기준보다 조금 더 복잡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 후 대체로

일정기간 세균검사에서 음성의 성적이 나온 음성나환자 중 노동능력이 있어 음

성나환자촌에서 자립할 수 있거나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은 퇴원이 가능했지만,

양성환자나 불구도가 심각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들, 그리고 외모의 변형이

심한 자들은 퇴원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한 퇴원기준은

1974년 10월 25일 보건사회부 예규 제330호 국립나병원 운영규정 제2조에 나온

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록도에 입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다. 1) 강양성자로써 타에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2) 반복되는 나반

응 환자로서 재가치료가 곤란한 자, 3) 나병으로 인한 변형교정수술대상자, 4)

불구도가 3도 이상인 무의무탁한자, 5) 고령(만 60세이상)으로 인해 자활능력을

상실한 무의무탁자, 6) 사회기풍과 나사업을 저해하는 부랑구걸 나환자. 즉 이

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음전환이 되었다 할지라도 퇴원할 수 없었다.

1963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음성나환자들이 퇴원이 가능해졌으나, 사회

적 낙인이 강한 상황에서 돌아갈 곳이 없는 음성나환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착사업을 실시했다. 그

러나 정착사업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정착사업은 급작스럽게 결정되

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던 음성환자들의 사회복귀

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과정은 매우 미흡했다. 더군다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환자 중 다수는 단속되어 입소하기 전 부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귀를 위

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시설에 격리되었던 나환자들은 별다른 사회복귀 준

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세균이 검출되지 않으면 음성환자로 분류되어 심각한

장애가 없는 경우 시설의 결정에 따라 퇴원해야만 했다.

퇴원이 결정된 음성환자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나환자촌으로 보내진 것은 아

니지만, 나환자촌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

은 낙인과 차별을 감내해야한다는 것으로 일상의 모욕뿐만 아니라 취업의 어려

움,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

다. 이런 상황에서 황무지이지만 농사를 짓고 주거할 수 있는 땅과 소량의 식량

을 정부나 교회, 원조단체에서 제공하는 정착사업은 준비 없이 사회로 내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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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인원

백분률
남 여 계

농업 및 어업 1462 1005 2467 49.82

광업 54 54 1.09

토건업 101 9 110 2.22

전기가스 및 수도위생업 134 13 147 2.97

상업 115 43 155 3.13

운륜보관 및 통신업 10 3 13 0.26

자동차수리업 8 8 0.16

기타직업 362 171 533 10.76

무직 685 780 1465 29.59

계 2931 2021 4952 100

표 7. 1960년 소록도갱생원 환자 발병전 직업별표

출처: 소록도갱생원 『연보』, 1960.

는 음성환자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간 사회

와 단절되어 격리되었던 환자들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환자의 대다수가 소록도에 입소하기 전에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전체

의 절반 가까이가 농업 및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황무지의 개간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소록도의 환자들은 시설 내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배치되어 종사했다.

1960년도 당시 환자조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총 1,209명의 환자가 산업부, 이사무

소, 문예실, 지도소, 의료부, 부자유환자부첨인, 건설대에서 종사했다. 다음 표는

각 부서별 조무원 수 및 업무사항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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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인원수 업무사항

산업부 106
환자지대 각 공 공장, 목공장, 철공장, 정미공장, 제

재소, 연탄공장

리사무소 94 환자동태사항, 환자물자보급

문예실 6 환자계몽사업 및 도서관리

지도소 100 환자풍기단속 및 산림보호

의료부 100 환자치료 및 소독

부자유환자

부첨인
483 부자유환자 식사, 세욕, 기타 일체 생활보조

건설대 320 환자지대 도로 보수 및 물자운반 기타 각 시설 보수

계 1209

표 8. 1960년 소록도 환자조무원배치상황

* 소록도갱생원, 『연보』, 1960년.

또한 소록도에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가

축을 길렀는데, 밭은 약 152,732평이었다. 이 중 15,000평은 마을 공동용으로 경

작하고 137,732평은 보리, 고구마, 고추, 무, 배추, 마늘 등을 재배했다. 또한 논

은 약 4,850평으로 전 환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경작했다. 이렇듯 소록도에

서는 시설 운영의 상당 부분을 환자들에게 맡겨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정착시

어느 정도의 자활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러한 작업과 노동은 철

저하게 격리시설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정착촌 외 사회복귀 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을지는 알기 어렵다. 1967년부터는 소록도병원의 교도과의 업무에

“직업보도”가 추가되었지만 이 업무는 음성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교육

이나 훈련이 아니라 기존의 농업 활동 등의 명칭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다.259)

259) 소록도병원의 교도과의 업무에 “직업보도”라는 항목이 생긴 이유는 1967년 직업훈

련법(법률 1880호)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법은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보호시설 등에서 직업보도나 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소록도병원도 이 법에

근거해서 교도과의 업무로 직업보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직업훈

련이 아니라 기존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농업 등의 활동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는 무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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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등의 나시설에서 정착사업에 필요한 조치는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인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의료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병은 후유증으로 신체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 가장 빈번한 후유증으로는 수족에 나타나는 갈구리손,

수하수, 족하수와 안면마비 등인데, 이러한 후유증은 사회복귀에 필요한 노동력

을 상실시키고, 동시에 음전환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사

회복귀에 있어 노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손발에 행해지는 정형

수술이나 주로 얼굴 등에 남은 후유증에 대한 성형수술이 중요해졌다.

1958년도부터 소록도갱생원은 이러한 “기능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병으

로 발생한 변형된 손과 발의 기능회복을 하는 이 사업이 환자에게 노동력을 줌

과 동시에 자활의 길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연보에서 밝히고 있

다.260) 당시 소록도에서 시행한 장애환자의 기능복구사업을 위해 시행되었던 치

료방법은 오일마사지, 파라핀 욕, 국소운동, 전기자극요법 등이 있었다. 오일마

사지는 오그라들어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손과 발에 바세린(vaseline)과 올리브

유 등 유류를 도포하여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었으며, 파라핀 욕은 연파라핀을

56도 정도로 가열하여 액화한 후 여기에 구축된 손과 발을 담그고 그 두께가

2-3mm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후에 이를 보온하고 마사지 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국소운동을 위하여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어 기능회복을 위한 운동을 반

복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전기자극요법은 근육자극기를 사용하여 근육을 자극하

여 회복을 시키는 방법이었다. WHO 나병전문위원회에서 작성된 ‘나병관리 지

침’에도 “불구”의 예방이 나병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러한 측면에서 궤양치료나 재건수술 등은 나병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이었다(유경운, 1960). 그러나 궤양치료는 궤양 자체의 치료이자 더 큰 장애가

발생을 예방하는 의미가 컸다. 대신 재건수술은 이미 발생한 장애에 대한 회복

수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궤양 치료도 중요했다. 소록도갱생원은 1960년대 초반까지 매주 3회씩

각 마을 치료소에서 궤양 치료와 붕대교환 그리고 연고류 및 리비닐 처방을 실

시했다던 것을 중반에 이르러서는 매일 실시했다. 그리고 조금 심각한 궤양은

의사, 간호사, 의료조무원과 다미안재단의 의사 및 간호사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외과에서 특수궤양 치료를 실시했다. 궤양은 치료하지 않을 경

우 사지의 절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예방만 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소록도의 상황은 환자들이 궤양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 환자들은 단순히 치료만 받는 환자가 아니라 소록도라

는 공간에서 시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노동과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거주

260) 소록도갱생원, 『연보』,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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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었다. 소록도 섬의 식량사정은 양호한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

이 환자들은 논밭을 경작하여 식량을 생산해야 했다. 이러한 농사작업은 상처에

둔감하고 궤양의 발생이 쉬운 환자들의 손과 발에 끊임없이 상처를 발생하게

했다. 1960년대 초반 오마도간척사업에서의 중노동 역시 환자들의 궤양을 촉발

시켰고, 그것은 정착촌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음성환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

났다.

또한 궤양은 노동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각마비와 시각장애 역시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처를 발생시켰다. 피부의 무감각은 불이나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큰 화상

등이 발생하도록 했으며, 나병으로 인한 시각장애 역시 환자들이 크고 작은 부

상을 당하게 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상처나 부상 역시 궤양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지각이 마비되어 작은 상처라도

큰 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세심한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

러한 노동과 생활환경은 작은 상처에 크게 주의를 가질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

다.

1960년대에는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성형, 정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시

기였는데, 1962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는 사회복귀를 앞둔 소록도 100명,

성라자로원 25명, 국립부평병원과 원주분원 35명 등 200여 명에게 손과 발의 정

형과 미모(눈썹)이식 수술을 시행했다.261) 1964년에도 소록도병원 환자 중에서

20명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여 성형수술을 받게 했다.262) 동시에 의료조무

원 중에서 물리요법사 4명을 국립의료원에 파견해서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지식

을 습득하게 한 후 환자 53명에 대한 수술 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263)

그러나 한국에서 본격적인 재활과 정형 및 성형수술이 시작된 것은 다미안

재단이 소록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미안재단

(Damien Foundation Belgium)은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봉

사했던 다미안 신부가 서거한지 75주년이던 1964년 정식으로 설립된 단체였

다.264) 다미안재단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차윤근265) 보건사회

261)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253.

262) 지금까지 수술불가능으로 알려졌든 나병후증으로 일어나는 손의 기형(꼬부라진손)

에 대한 기능회복수술이 국립의료원에 의해 수술성공 됨으로써 의계의 새로운 관심

을 모으고 있다. 8일 국립의료원에 의하면 동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스킬보’(덴마크의

사) 씨와 한국측 안겸훈 씨와의 공조집도하에 나병으로 인한 손의 기형을 수술성공한

것은 한국, 의료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62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수술은 현재까지 30

명을 완치하고 7명을 치료중이라고 하는데 1명의 완치기간은 약 3개월이라고 한다.;

의사시보, 「나병후증회복수술성공: 국립의료원 정형외과서」, 1963. 3. 14.

263) 국립소록도병원, 1964, 『연보』.



- 163 -

부 보건국장이 1964년 WHO 총회에 참석했다가 다미안재단의 이머레이크

(Frans Hemerijckx) 박사를 만나 한국의 나병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다.

이머레이크 박사는 1929년부터 벨기에령 콩고에서 나환자 치료사업에 뛰어들었

고, 1954년부터는 인도의 폴라바캄(Polambakkam)에서 벨기에 나병센터가 사업

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한 국제적인 나병전문가이자, WHO 나관리전문위원이었

다.266) 이 자리에서 차윤근 보건국장은 한국의 나환자에 대한 성형 및 정형 수

술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면서 다미안재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머레이크

박사는 1964년 10월 내한하여 당시 한국의 나병 상황을 시찰하고, 소록도 환자

의 성형 및 정형 수술, 그리고 전남 지역의 이동진료 등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미안재단은 1964년 9월에 소록도에 재단 소속 간호사인 이다 클라센(Ida

Claessens)과 안 마리 가이(Annc Mare Gailly) 2명을 파견했다. 1966년 4월 15

일 다미안재단을 대표하여 피 와인가르트 이사와 보건사회부 차윤근 보건국장

이 협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미안재단이 5년간 나

환자의 성형 및 정형 수술, 재활훈련, 이동진료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인원,

경비에 대해 협조한 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중앙공원의 공적비 후

면에는 다음과 같이 다미안재단의 업적이 새겨져 있다. 첫째, 현대식 장비와 시

설을 갖춘 수술병동 증축, 둘째, 2,400회의 “불구”환자 교정 및 성형수술, 셋째,

의족창 설치 및 제작교육, 넷째, 전남 12개 군의 의료보조원 교육 및 생계보조,

다섯째, 국립나병원 의무직 공무원 기술지도 및 생계보조. 이 협정서에 근거하

여 다미안재단에서는 1966년 3명의 간호사와 대표인 존 반드로겐부록(John van

Droogenbroeck) 박사를 파견했고, 1967년 8월에는 나베즈 차리(Navez Charies)

박사를 추가로 파견했다. 다미안재단은 협정서에 따라 소록도병원 치료본관 2

층에 수술실과 물리치료실 그리고 50병상 규모의 회복실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는 2병상 1실과 22병상의 남년 각 1실로 총 46병상의 회복실이었다. 그 결과

1967년 후반기부터 성형 및 정형수술을 시작했으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점차

증가했다.267) 다음 표는 1968년 소록도병원에서 다미안재단 의사들에 의해 수행

264) Missionary, leper, hero- and not saint, Father Damien is about to make Flemish

history, http://www.flanderstory.ed/living/inspiration, 2015-02-12

265) 차윤근(1918-2008)은 1942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1955년 미국 존스홉킨스 보

건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제10대 소록도병원장으로 부

임했으며, 보건부로 옮길 때는 환자들이 유임 운동을 할 정도로 환자들과 좋은 관계

를 유지했다. 1966년 4월 다미안재단과의 협정서 이후, 9월 1일 제18대 원장으로 부임

한 것을 보아 다미안재단의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소록도에 부임한 것으로 보인

다.

266) 차윤근, 1996, 『아쉽지만 후회없이 달려온 길』 한국복지재단.



- 164 -

표 9. 1968년 소록도병원 외과수술 현황

출처소록도병원, 『연보』, 1968.

된 정형 수술 등의 현황표이다. 이들은 1968년 1년 동안 총 201건에 달하는 수

술을 시행했고, 수술결과는 6개월 후에 평가받았는데 대단히 좋은 결과였다고

한다.268)

다미안재단에서 소록도에 현대적 수술실을 마련한 후 정형수술을 전후에 필

수적인 물리요법의 실시를 위하여 물리요법실을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물리요법

은 정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 수술 전에는 환자의 손과 발의 기능을 일

정 정도 회복시키고, 수술 후에는 회복을 도와주는 것으로 정형수술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다미안재단의 의료진들은 물리요법실에서 오일마사지, 왁스테라피, 전

기자극 등의 요법을 많은 환자들에게 실시했으며 한국인 의료진과 의료조무원

들에게 물리요법을 교육시켰다.269)

한편 반드로겐부록 박사는 미모재건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미모탈

락은 나환자에 대한 낙인을 불러 일으키는 특징 중 하나인데, 특히 아시아 지역

에서 미모탈락은 사회복귀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봤다. 눈썹이 빠지는 미모탈락

은 전염성이 강한 나종형나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료 받지 않는 결핵형

나에서도 미모탈락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염성이 없거나 약한 결핵형나 역시

전염성이 있는 나종형나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눈썹이 없다는 특징

은 전염의 위협이 되는 특징이었던 것이다. 반드로겐부록 박사는 대구 지역에서

의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대구 지역에서 4명의 완치된 의료보조원 후보 중

2명이 눈썹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들에 의해서 불합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드

로겐부록 박사는 미모재건술 기술을 발전시켰다.270) 특히 그는 기존의 방법에

267) 국립소록도병원, 1967, 『연보』.

268) 국립소록도병원, 1967, 『연보』.

269) 국립나병원, 1968, 『연보』.

270) 그가 개발한 미모이식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귀 뒤쪽 두피를 수평으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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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카와(I. Arakawa)의 단모이식(single hair transplant)과 카나자시(M.

Kanazashi)의 벼심기식(rice planting)의 방법을 받아들여 한국인에게 최적화시

킨 방법을 고안해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271) 그가 고안한 방법은 이후에도 더욱

발전하여 한국의 미모이식에 큰 공헌을 했다.272) 반드로겐부록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방법을 보건요원들에게 훈련시켜 정착촌에서 시행하도록 하면 큰 성공

을 거둘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그의 미모이식법은 소록도에서 2년 간의 의학강

습소 교육을 받은 백정기 등에 의해 정착마을로 퍼졌고, 외래환자나 정착마을

주민들이 미모이식을 받고자 할 때는 음성환자증을 제시해야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나병으로 인한 외모의 변형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동

시에 나병으로 생긴 신체적 특징들은 그가 여전히 전염성을 갖고 있을지도 모

른다는 공포감을 일반인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반드로겐부록에 의하면 눈썹

이 없는 특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전문가에게도 음성환자가 여전히 전염

성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대구의 사례에

서 이 공포감은 채용에 있어서 강력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즉 나병의 후유

증으로 신체의 외부에 남겨진 장애나 변형은 그 신체 내부에 세균이 있다는 근

거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음성환자에게 있어서도 신체의

변형은 세균의 가능성으로 간주되었다. 나환자의 추한 외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코가 없거나 결절이 가득한 얼굴로 혐오감을 자아내는 것이지만, 그러

한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이 상당히 발전한 경우에만 그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은 경우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성화된 경

우에도 나병은 한센인의 얼굴에 미묘한 특징들을 남긴다. 눈썹이 탈락되거나 눈

이 살짝 쳐지는 나병이 남긴 자국들은 그 질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가 현재

개하여, 이식편을 2개 만들어 생리식염수에 보관한 뒤, 멸균한 나무판에서 이 조각을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지방을 제거하고, 모와 모낭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만들

어 생리식염수에 넣는다. 바늘 끝 경사면이 긴 특별한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주사바늘에 넣고(1줄에 12개), 미리 사진 찍어 놓은 대로 눈썹 형태로 이식한다. 한쪽

에 70개씩 이식하고, 몇 주 후에 다시 70개를 이식하여, 총 140개를 이식하면 모양이

좋아 진다. 이식모의 80%가 자라게 된다. 이식모의 삽입각도는 45도, 2-3㎜가 적당하

다. 작은 구멍을 뚫는 기구(stiletto)를 이용하여 모와 모낭을 집어넣는 방법이다. 국소

마취하고 출혈을 막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사용하였다. 특별히 고안된 카나자시 바늘

이 미모이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JBA van Droogenbroeck, 1971, “Surgery

of lower facial palsy in leprosy”.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39, pp.628-630.

271) JBA van Droogenbroeck, 1971, “Surgery of lower facial palsy in leprosy”.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39, pp.628-630.

272) 박향준, 안성열, 2000, 「나병의 미모소실증에 대한 단모 미세이식술」, 『대한피부

과학회지』, 38, pp. 46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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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을 앓고 있거나 나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러한 미묘한 신체적 특징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건일반인들에

게 그가 여전히 세균을 갖고 있으며 그 세균에 자신이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공

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반드로겐부록은 눈썹의 탈락과 낙인과 차별 사이의 관계를 발견한 것이

다.

한편 다미안재단의 의료진이 발전시킨 재건수술은 이후에 한국인 의사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했다. 1972년 말레이시아 국립나병관리센터에서 7년간 관리의

사로 근무하고 귀국한 김도일 박사가 나환자의 궤양 방지, 치료 및 재건수술로

장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귀국 직후부터 김도일 박사는 나환자 성형수

술을 선명회 피부진료소에서 시작했다.273) 한편 여수애양원에서도 재건수술 기

술이 발전했다. 여수애양원의 유경운 원장은 1960년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복무를 마친 후 소록도병원에서 외과부장 등으로 약 6년간 근

무했는데, 그가 소록도병원에 근무했던 시기는 다미안재단의 의료진이 소록도에

서 외과수술을 했던 시기와 겹친다. 유경운 박사는 다미안재단의 의료진과 같이

수술하면서 수술법 등을 전수받았으며, 이후 미국와 인도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연마했다. 불행히 다미안재단의 의료진이 발전시킨 수술법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유경운 박사는 1975년 대한나학회지에 「나병의 재활의학」이라는 논문

을 게재하는데, 이 논문에 소개된 환자의 신체장애와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

미안재단의 그것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274) 여수애양원은 나환자에 대한

재활수술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아마비환자를 위한 수술법을 개발하고, 인공관

절수술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후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 전문재활수술병원

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소록도병원은 다미안재단 의료진이 1971년 떠난

이후 한동안 정형수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1977년

외과의사인 김인권(현 여수애양재활병원 원장)이 소록도에 오기 전까지 계속되

었다.

이상과 같이 정착사업이 시작됨과 함께 음성환자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의

료적 수술과 치료법 역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사회의 낙

인과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들은 개발되지 않는 반면, 낙인과 차별

을 나병으로 인한 외모의 변형으로 보고, 이러한 외모의 변형을 줄이기 위한 정

형수술이나 성형수술의 개발과 수행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었다. 정형수술로 음

273) 후생일보, 「나환자 기형 충분히 방지: 2차기형예방사업 1백% 성공」, 1972.12.18.;

후생일보, 「나환자 성형수술, 선명회피부진료소서」, 1972.12.29.

274) 유경운, 1975, 「나병의 재활의학」, 『대한나학회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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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자에 대한 노동력의 회복을 꾀했으며, 성형수술로 음성환자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많은 음성환자들이 정형수술로 손과 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했으며, 성형술로 어느 정도의 외모가 회복되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로 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줄여주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평가된 적이 없다. 특히

미모탈락에 부착된 낙인과 차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낙인과 차별은 신체

의 변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체의 변형이 의미하는 전염의 가

능성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즉 나병의 전염성이 낮거나 거의 없고, 영양상태가

좋은 건강인의 경우 발병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나병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낙인과 차별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와 1970년대 음성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음성환자의 몸에 초점

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재건수술이 활발하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고령으로 정

착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실한 음성환자들, 그리고 외모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사회복귀가 힘든 음성환자들은 여전히 격리시설에서 퇴원할 자격을 얻지 못했

다. 정부는 장애 환자의 정확한 실태를 위하여 나시설에 격리된 나환자의 장애

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1959년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국립칠곡병원에서

수용자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신체 장애에 대하여 조사했다.275) 또한

1969년에는 보건사회부 만성병과와 연세대 미세물학교실이 공동으로 나환자의

장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276) 1970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각계 전문

가들을 초청해서 국가 나병관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다미안재단의 반드루겐브룩 박사는 1967년 한국의 나병 상황에 대

한 조사를 6개월에 걸쳐 진행했는데 724명의 환자는 의학적으로 재정착이 가능

한 상태이고, 661명의 환자는 추가적인 의학적 치료와 수술 이후에 정착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2,854명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시설이나 가족과 함

께 살아야 하는 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77) 이에 따라 심지어 1970년 조

창원 소록도병원장은 소록도 시설을 한센병환자 수용시설에서 불구자, 고령의

한센병환자, 정신이상자, 결핵환자 등 일반병원에서 “처치 곤란한 자”를 수용하

는 시설로 직제를 변화시킬 것을 주장했다.278)

275) 김향한, 고옥정, 1963, 「나병에 있어서의 신체장애자 조사성적」, 『대한나학회』,

2(1), pp.77-82.

276) 김계한, 고옥정, 김장용, 오찬영, 장훈영, 1969, 「나환자에 있어서의 신체장애자 조

사보고」, 『대한나학회』, 6(1), pp.51-58.

277) Van Droogenbroeck J.(Legal Representative of Damien Foundation in Korea)

1970, “Priorities of Leprosy Control in Korea”, 『나병관리세미나자료』. pp.19-30.

278) 조창원(국립나병원 원장), 1970, 「나병수용관리에 대하여」, 『나병관리세미나자

료』,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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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음성환자에 대한 정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시설에 남은

“불구나환자”에 대하여 김대발 안동성좌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279)

김대발 원장에 따르면 불구나환자란 한센병으로 인하여 신체장애로 “폐질불구”

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한 자로 첫째, 양안이 실명되었거나 극도의 약시가 된

자, 둘째, 수족이 탈락되거나 절단 또는 하수(下垂)되어 노동이 불능한 자, 셋째,

신체가 전반적으로 마비쇠약한 기거불자유자, 넷째, 무의무탁한 60세 이상의 고

령 노쇠자, 다섯째, 후유증이 극히 “추악하여 사회환경에 혐오감”을 주는 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음전화되었다 할지라도 노동력 등의 상실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이들에게 사회보장적 혜택을 수여함으로써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고 천수를 다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수용은 너무 대규모일 경우 환자에 대한 관리보호에 소홀히 생기

기 쉽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용은 500명 내외가 이상적이며, 또한 “불구환자”

만을 수용할 경우 중환자에 대한 부속 간호인을 비록하여 각종 노동에 곤란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 있는 환자를 10% 가량의 비율로 혼합 수용할 것을 주장했

다.

1970년 나병관리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이후 나병관리사업지침에

수용이 되었다. 장애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민간 한센병시설이 불구환자 요양시

설로 변했다는 것이다.280) 나병관리사업지침에 따르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불구

무의무탁 환자를 입원, 보호하여 사회의 명랑화를 기하고 사회보장책의 일환으

로 대구애락보건병원, 여수애양재활병원, 산청성심인애병원, 안동성좌원 및 시흥

성나자로원 등 사설 나요양시설을 운영케하고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을 보

건사회부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1974년 소록도병원 연보에서 신정식 원장은

“정착사업이 개시되면서 전국방방곡곡에 음성 치유자들을 진출시켜 그들 마을

의 기간을 이루고 있어서 한편 큰 보람을 느끼”지만, “불구무능한 환자는 시대

의 진운에 반하여 오히려 점차 그 수가 늘어 실로 전환자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으니 당무자로서 당혹하고 부끄”럽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281) 소록도병원

은 정부의 지원과 외원의 지원으로 1975년부터 소록도병원의 시설을 장애를 갖

고 있거나 고령의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소

록도병원의 기능에 “불구나환자의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환자

관리에 힘쓰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1975년 3월 4일 1억2천만원을 제공했

는데, 이 금액으로 1975년 6월 16일 “노령불구나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279) 김대발(안동성좌원 원장), 「불구나환자관리에 대하여」, 『나병관리세미나자료』,

pp.113-121.

280) 보건사회부, 1973, 『나병관리사업지침』.

281) 국립나병원, 1974.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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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하여 같은 해 11월 14일에 완공했다. 이 병동은 병실 21실과 오락실, 취사

장, 식당과 난방시설이 완비되어 고령의 환자와 장애 환자 210명을 수용했

다.282)

한편 정부는 정착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국 각지에 있었던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 중 양성환자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는 한센병 시설에

격리수용하도록 했다.283) 이와 같이 전국의 나시설은 양성환자와 음성환자 중

장애가 심하거나 외모의 변형이 심한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곳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음성나환자들

역시 여전히 나시설에 남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나환자촌의 환경은 매우

음성나환자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황무지를 개척해야 했으며, 주변 지역민

들의 차별과 물리적인 공격에 맞서야만 하는 것이었다. 음성나환자촌의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음성나환자들까지 사회로 복귀 시키는 것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

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착촌 정책을 위한 여러 논의의 밑

바탕에는 환자의 사회복귀 보다는 나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

에서 장애가 심하거나 외모가 많이 변형된 음성나환자들은 애초에 사회복귀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다.

3) 이중의 격리: 위반자, 범법자 그리고 정신질환, 결핵 환자

소록도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격리되어 생활하는 나환자들 중에서 다시 별도

의 시설에 격리되는 나환자들이 존재했다. 소록도 내의 별도의 격리시설 중 가

장 먼저 생긴 것은 소록도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징벌로서 격

리하는 감금실이었다. 소록도의 감금실은 1935년 조선나예방령이 공포된 후 설

치되어 소록도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나환자를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데 활

용되었다. 소록도갱생원은 1934년에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나요양소 징계검속

규정」에 의거하여 도주나 도주미수, 타인의 물건이나 공여물의 무단 사용, 여

러 명이 취합하여 진정하거나 청원하는 행위,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 그리고 원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환자에 대하여 감금을 하였다.

282) 국립나병원, 1974. 『연보』. p.21-22.

283)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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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은 감금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장은 환자를 30일로부터 60일까지 감금시킬

수 있었다(정근식, 2002: 29). 원장은 법의 절차 없이 징계 검속권을 구사하여

마음대로 감금실에 환자를 감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제말기 수많은 환자들이

감금실에서 죽거나 불구가 되어 나왔다. 또한 출감한 이후에는 모두 단종수술을

받아야만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16).

한편 소록도에는 나환자들만 수감되는 형무소도 설치되었다. 감금실의 설치

와 비슷한 시기인 1935년 9월 15일에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로서 형무소가 설

치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소록도에 형무소를 설치한 이후 전국의 형무소에 있

는 나환자들을 모두 이곳에 수용하였다. 개소한 이래 1938년 말까지 수감자는

총 219명에 이르렀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자는 133명이었으며, 1938년 말 당

시 수감자는 43명이었다. 수감자는 석방된 이후 모두 소록도갱생원에 수감되었

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16-117). 소록도라는 격리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감

금실과 소록도라는 또 다른 격리 시설은 소록도 내부의 환자들을 통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른 한편 격리 공간 내부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형벌적 성격의 격리

공간 외에 의료적 외피를 띄면서 소록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수

단으로서 격리시설들이 존재했다.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활하게 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의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염병 문제였다.

나병도 전염병이지만, 다양한 전염병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문

제가 결핵이었다. 식민지기 소록도에서 결핵은 수많은 나환자들을 사망에 이르

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소록도에 근무하던 의사였던 오쿠라 테이지(小倉貞

二)가 1935년 제8회 일본나학회에서 ‘소록도수용자의 사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

로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917년부터 1935년까지 18년 간의 사망자

236명의 사망원인들 중 가장 많은 것은 나성쇠약(30.09%)이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폐결핵(13.56%)이였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60). 하지만 정명태후의 시

의관이었던 니시카와 요시에(西川義方)가 1940년 소록도에서 개최된 제14회 일

본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원 이래 1939년까지 소록도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 1위가 결핵으로 267명이 결핵에 의하여 사망했다.284) 한

편 소록도갱생원의 수용환자 가운데 11% 가량이 결핵 양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1941년 제15회 일본나학회에서 발표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72). 니시카

와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이유를 집단생활에의 밀도로 들고 있다. 즉

폐쇄되어 있는 좋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은 상황 속에서, 소록도

284) 西川義方, 1940, 「朝鮮小鹿島更生園を通して観たる朝鮮の救癩事業」, p.6;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국립소록도병원, 2017b. p.1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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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원 확장공사를 위하여 강도 높은 강제노동과 부족한 식량과 의약품 등까지

겹치면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계속 증가한 것이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33).

소록도 내부의 결핵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 결핵환자를

수용하는 별도의 격리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핵환자들을 격

리하는 별도의 시설은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 지대에 있

던 환자자녀 보육소가 직원지대로 이전해 가면서, 비어 있는 시설을 결핵병사로

사용했다. 이 시설은 1947년부터 녹산중학교 교사로 이용하게 되면서, 결핵병사

는 다시 구북리로 이전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55). 구북리의 결핵병사는

오랫동안 수리 보수 없이 사용되다가, 1975년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오스

트리아 가톨릭부인회로부터 3천 만원을 기증받아 결핵병동을 신축하면서 사용

이 중지되었다. 새로운 결핵병동은 서생리 치료실 맞은편에 1975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이 새로운 병동에서 40명의 결핵환자가 수용되어 치료받게 된 것이

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105). 그러나 이 결핵병동의 규모는 소록도 내의 다

수의 결핵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었고, 이 시설에는 중증

의 환자들만 입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8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개최된 병원

현대화와 관련된 세미나에서는 결핵병동에 수용되어야 하는 인원이 100명에 이

르는데, 시설은 불과 34명 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는 논의

가 이루어졌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103). 증언에 따르면 소록도 내 격리환자

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존재했다.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결핵이라는 질

병은 또 하나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전염의 예방을 위하여 일반 나환자들은 결

핵환자들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핵 나환자들은 소

록도 내에서도 또 다른 격리 생활을 해야 했으며, 다른 나환자로부터 또 다른

낙인과 차별을 경험해야 하는 이중의 격리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소록도 내에서 이중의 격리의 상황에 있었던 집단은 결핵 나환자뿐만 아니

라 정신질환에 걸린 나환자들도 있었다. 오랜 기간 부랑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소록도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가족과 사회와 단절된 채 장기간에 걸쳐서 수용되

어온 나환자들의 특수한 상황은 이들이 자존감 하락, 고립감 등으로 인한 우울

증, 정신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고립감

등에서 비롯되는 나환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 소록도 당국은 오

랫동안 방치해왔었다. 증언에 의하면 정신질환 등으로 소록도 내에서 문제를 일

으킬 경우 감금실에 감금되는 방식으로 치료가 아닌 처리되었다고 한다. 좁은

공간에서 소수의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다른 환자들이 당국에 요구하여

이들을 감금실 등에 격리시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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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오스트리아가톨릭부인회로부터 1천 만원의 지원금을 기증받아 1973년 중앙리에

8실 16병상(연면적 122m²)의 정신병동을 신축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나환자들을 격리수용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97). 그러나 이 당시에도

정신질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소록도에 있었던 것이 아

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곳에 격리되는 환자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

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들이었다. 즉 환자에 대한 정신병동 격리는 전문가의 진

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일반 나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요구해서 이루어졌다. 격리되는 환자들은 주로 남성들이

었는데, 특히 폭력성향을 띄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는데, 병으로 인히 가족, 특히 자녀와 강제로 헤어지

고 소록도에 격리수용된 여성환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에서는 제

외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213).

정신병동의 설립 이후에 소록도 나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소록도병원 신정식 원장이 특히 환자들의 정신질환

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1976년에는 「나환자의

우울증 정도의 비교적 고찰」, 1980년에는 「정신과 입원 나환자에 대한 연

구」, 그리고 1981년에는 「비협조적인 정신증환자에 대한 Prolxin(Fluthenazine

decanoate)의 치료효과에 대해」등의 논문을 소록도 내부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1990년 후반까지 전문적인 정신과 전문의는 소록도에 없었고, 1970년대 후반부

터 내과의나 공보의들이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다. 1970년대 정신질환과 관련하

여 또 다른 변화는 소록도 연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가 등장한 것이다.

1976년 연보부터 신경정신질환이라는 항목으로 통계표가 작성되는데 나종양형

나, 결핵양형나, 중간군나 별로 구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다가 1984년부터 본격

적으로 정신분열증, 편집정신병, 노인성정신병, 주요우울증, 정신지체, 정신장애,

간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었다. 신경정신질환 환자들 중 가장 많은 수

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들이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노인성정신병이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환자는 점차 감소하고, 노인성정신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97년부터 이 둘을 역전되었다. 즉 1997년을 기점으로 노인성정신증,

즉 치매환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다음은 1976년부터 2006년까지의 소록도

내 신경정신질환자 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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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소록도병원 신경정신질환자 수 변화 추이 (1976-2006년)

출처: 소록도병원 연보

위표에 의하면 1977년 최고점을 찍었던 정신질환자 수는 이후 계속 감소하

다가, 1988년부터 점차 증가하게 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2005년에 이르면 194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록도에서 이

루어진 급격한 환자 고령화와 같이 살펴봐야 한다. 소록도 입소전 장기간의 부

랑이나 또는 입소 후 장기간의 고립 상태로 인한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가 1970년대 정착촌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부터 이

루어진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노인성질환과 함께 노인성정신병을 앓는 환자들

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록도 당국은 1990년에 지하 1층, 지하 2층 80병

상 규모의 노인성질환자(정신병동) 병동을 준공했다. 이 병동 1층에는 새마을에

살던 치매환자 35명을 입소시키고, 2층에는 중앙리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 40명

을 수용하였고, 새마을과 중앙리의 정신병동은 폐쇄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213).

이렇듯 소록도 내의 폐쇄된 상황과 고립된 생활로 인하여 격리수용된 나환

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치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신병동이 세워진 이후

에도 치료보다는 또 다른 격리로서 병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

졌다. 결핵환자 역시 집단생활을 해야만 하는 소록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

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오랫동안 할 수 없었다. 이들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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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환자나 결핵 나환자들에 대한 소록도 당국의 태도는 치료나 보호보다는 소록

도의 전체 환자 관리에 기대어 있었다. 즉 결핵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를 일

반 환자들과 분리하여 격리 수용하여 소록도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통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

러한 병원의 태도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할 결핵이나 정신질

환 환자들은 이중의 격리를 경험해야만 했다. 소록도 내의 질서 유지라는 목적

을 위한 시설은 결핵병동, 정신병동 외에도 감금실과 형무소가 있었다. 정신병

을 앓는 환자들은 정신병동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감금실에 격리되기도 했으나,

감금실은 주로 소록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환자들이 격리되는 곳이었다. 이렇듯

격리의 공간인 소록도는 감금실, 형무소, 결핵병동, 정신병동 등의 또 다른 격리

시설을 이용하여 소록도의 질서를 유지시켰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 나환자들은

이중의 격리를 경험했다.

4) 환자자녀 격리

한편 소록도에는 또 다른 격리 시설이 존재했는데, 격리된 나환자들의 자녀

들을 격리 수용하는 미감아 보육원이었다. “미감아(未感兒)”는 아직 나병에 걸

리지 않은 아이라는 의미로, 언제든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뜻이기

도 했다. 식민지기 소록도에서는 제1차 대확장 공사시 나환자 부모를 따라 입소

한 건강한 자녀를 분리 수용하기 위하여 1935년 아동 수용소를 신축했다. 아동

수용소는 소록도병사지대와 직원지대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이 시설은 벽돌

기와로 지어졌으며, 영유아실, 학습실, 창고 및 목재기와의 욕실 등으로 이루어

졌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14). 아이들은 이곳에서 매월 1회 검진을 받았다.

1941년에는 9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으로 이곳에 격리된 수는 26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14명이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112). 소록도병원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격리되는 아이들은 주로 환자 부모를

따라 들어온 이들이었다.

그러나 1945년 8월부터 1948년 4월 15일 김형태 원장의 취임까지 소록도병

원에서 산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환자들이 약 200명 가량의 자녀

를 출산하면서 소록도 내의 환자 자녀 수가 급증했다. 1949년에도 출생아수는

45명에 이르렀고, 본격적으로 산아제한이 이루어졌던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도 12명의 아이들이 소록도병원에서 태어났다. 병원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출산

에 성공한 여성이 소수지만 존재했다. 1954년 김상태 원장이 전보되고 손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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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부임하면서 산아제한 정책이 조금 유연해지자 1956년까지 총 79명의 아

이들이 태어났으나, 1957년부터 다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1957년 출생아수는 4

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소록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증가한 것과 별개로 소록도에 들어오면서 자녀

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소록도에 입소할 때 같이 들어오는 환자 부

모와 같이 들어오는 자녀의 문제는 식민지시기부터 존재했다. 자녀가 있는 부랑

한센병환자를 단속하여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 자녀의 입소를 금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1952년부터 소록도병원에서는 신입환자 입소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자녀가 나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아이는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285) 이후에 소록도병원에서 얼마나 엄격히 환자들의 자녀 동반

입소를 금지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환자 자녀수가 감소하

는 것을 보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나환

자의 경우 자녀의 출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착사업이 시작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시설 바깥으로 이주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가족을 이루었다.

그러나 환자의 자녀는 나병의 관리를 하는 정부와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골치 아픈 문제였다. 실제로 이강순에 따르면 1960년에 전국 나환자의 총수를

10만 명으로 추산할 때 이 환자 수는 전체 인구 2200만 명에 대하여 0.45%인

데, 조사 결과 당시 나환자가 출산한 자녀 중 7.4%가 발병했다는 것은 자녀로

의 전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다.286)

전술한 바와 같이 나환자가 있는 가족 내에서 나병이 연장자로부터 연하자

로 전염되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빈번히 관찰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과 조선,

심지어 서양에서도 한센병은 유전병이라고 오해받았다. 인도의 경우 1920년 켈

커타에서 열린 한센병 요양소 관리자를 위한 TLM 회의(Mission to Lepers

Conference of Leper Asylum Superintendents)에서 만장일치로 결혼한 나환자

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능한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을 받아

들인 후에 동거를 허락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능한

어린 나이가 정확히 몇 세인지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핀의 경우는

출생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분리를 시켜도 나환자 부모의 자녀들에게 나병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1-2년도 이미 늦은 것이라고 여겼다. 대영구라회(Mission

to Lepers)의 로저스(Rogers)는 환자 자녀의 출생과 감염은 비극이라고 묘사했

다.287) 인도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에 한센병고문관으로 방문했던 코크레인

285) 갱생원, 1952, 『연보』, p.36.

286) 이강순(李康淳), 1960, 「나병의 가족내전염과 화학요법제 “디-디-에쓰”에 의한 예

방에 관한 연구」, 『나학회지』 1(1), pp. 33-50.

287) Jo Robertson, “Chapter 6. The Leprosy-Affected Body as a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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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G. Cochrane) 박사 역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와 그 자녀를

분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관련 정책을 개발했다.288)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산모로부터 너무 일찍 아이를 분리할 경우 유아사망률이

높아졌다. 필리핀은 출산 직후 산모로부터 신생아를 분리시켰다.289) 필리핀 쿨

리온(Culion) 나요양소에서 1930년대 나환자 자녀의 천명당 사망률은 348.48명

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병으로부터 환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와

분리시킨 결과 유아사망률이 높아진 것이다. 유아사망률이 높아진 원인은 모유

공급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때도 있었고, 모유 공급이 충분할 때도 다른 영양

소, 또는 보살핌과 관련된 조건의 문제 때문이기도 했다.290)

이러한 이유에서 광복 이후 1949년 「중앙나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를

만들었는데, 21조에 미감아동은 절대로 환자와 동거를 엄금한다는 조항에 환자

자녀의 분리 수용을 명시했다. 소록도병원은 1948년 6월부터 미감아동 보육소를

보수 및 확장하여 수용을 시작했고 순차로 수용인원을 증원하여 1952년에는 96

명의 환자 자녀를 수용했다. 그러나 1952년에는 분리 수용되지 않고 환자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들이 여전히 216명이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록도병원은 15세 이상이 되는 자녀는 국립삼육학원 또는 그 친척에게 연락하

여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분리 수용 인원을 점차 늘려갔다.291)

국립삼육학원은 환자 자녀를 격리 수용하기 위해 별도로 정부에서 만든 보

육 및 수용 시설이다. 정부는 1949년 11월 21일 대통령령 제215호로 “삼육학원

직제”를 제정 및 시행했다. 이 법의 제1조는 이 시설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삼

육학원은 “나환자의 미감자녀의 의료 및 양도교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기 위”

Autonomy and compensation”, pp. 131-164, edited by Sarah Ferber & Sally Wilde,

2011, The Body Divided: Human Beings and Human ‘Material’ in Modern

Medical History, ASHGATE.

288) Buckingham, 2006, “Patient Welfare vs. the Health of the Nation:

Governmentality and Sterilisation of Leprosy Sufferers in Early Post-Colonial

India”, Social History of Medicine ,19(3), pp. 483-499.

289) ‘Annual Report of the Medical Section Culion Leper Colony for the Year ending

December 31, 1930 by Casimiro B Lara, Chief Physician’, p. 46, unpublished mss,

Culion Archives, Culion Island, the Palawan Group, the Philippines.

290) 그러나 이러한 환자 자녀 분리 정책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비판받기 시작했다.

1956년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한센병으로 고통 받는 이

들의 구제와 사회재활을 위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for the Relief

and Social Rehabilitation of Persons suffering from Leprosy)에서는 환자 자녀들은

모든 승인된 생물학적 수단에 의하여 감염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들을 보호소에

보내는 것은 그것과 관련한 고통스러운 스티그마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291) 갱생원, 1952, 『연보』,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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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설립되었다. 1952년의 경우 소록도병원에서 15세 이상의 나환자 자녀 중

건강한 자녀 총 10명이 삼육학원으로 전출되었다. 이 삼육학원은 수용시설이자

교육시설이었는데 시설 내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설치되어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록도병원에서 국립삼육학원으로 환자 자녀들을 보낼 때

그 기준 연령은 15세 이상이었지만, 1976년 2월 7일 제정, 시행된 보건사회부령

제511조 “국립삼육학원운영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6세 이상의 나환자의 미감자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6세부터 입

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필리핀 쿨리온에서 나환자인 산모가 출

산한 직후 신생아를 분리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그 기준을 6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소록도에서도 5세까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도록 했고, 6세가 되는

해부터 분리수용하도록 했다.292) 필리핀에서의 높은 유아 사망률 등의 근거에

의하여 이러한 연령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그보

다 연령이 낮은 아이를 분리 수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가 더 컸을 것으

로 보인다.293)

환자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연령을 6세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환자 부모와 5세까지 살게 된 자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미생물학교실에 있던 이강순 박사는 1960년에 격리되어

있는 한센병환자의 자녀수가 총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격리

양육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격리되어 있지 않는 환자의 자녀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격리되어 있는 환

자 자녀의 경우도 대부분 5세 이후에 분리 수용되는데 5세는 부모로부터 감염

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이기 때문에 너무 늦다고 주장했다.294)

이러한 생각은 이강순 박사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천주교광주교구는

1962년 6월 20일에 소록도병원과 “보육원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약 230명의 환

자 자녀들이 수용되어 있는 보육소의 운영권을 넘겨 받았다. 한편 오스트리아

그리스도 왕 시녀회의 지원을 받아 마리안느(Marianne) 간호사가 간호사 1명과

292) 갱생원, 1952, 『연보』, p.36.

293) 일본의 경우 이미 1915년부터 환자에 대한 단종수술이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보편

화되었기 때문에 환자 자녀의 분리수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도 소록도갱생원에서 1936년부터 단종수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리 수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수애양원의 경우 부부환자에게 환자 아동을 입양하도록 하여

가족을 꾸리게 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 건강한 자녀를 분리 수용시키는 것에 대

한 충분한 연구나 정책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 자녀의 분

리 수용 문제는 광복 이후에 문제가 되었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정책은 일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294) 이강순(李康淳), 1960, 「나병의 가족내전염과 화학요법제 “디-디-에쓰”에 의한 예

방에 관한 연구」, 『나학회지』 1(1), pp. 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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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내국인 종사원(보모) 10명을 채용하고, 40만원의 경비를 들여 특수 육아

원인 ‘영아원’을 설립하고, 환자가 출산하면 그 즉시 자녀를 영아원으로 데려와

만 3세까지 양육한 후 보육소로 보냈다. 1963년에 이 영아원에 총 31명의 영아

들이 격리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295) 한편 국립삼육학원에서는 6세 이상의 나

환자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중에 나병이 발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원생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을 받아

나병의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다. 만약 나병이 발병했다고 판명되면

그 학생은 바로 퇴원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바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만 했다.296)

소록도병원에서도 이미 보육소에 분리 수용된 환자 자녀에 대한 검사를 실

시했는데, 국립삼육학원에서보다 더욱 철저하게 매월 1회씩 정기검진을 실시했

다.297)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정착촌이나 재가에 거주하는 나환자 자녀에게

대해서도 철저한 검진이 이루어졌다. 각 보건소에 주재하는 나관리요원이나, 이

동진료팀 역시 환자 자녀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했다. 환자 자녀에게 나균이 잠

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에까지 이르렀다. 소록도병

원은 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미츠다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BCG 접

종을 시작했다.298)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접종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의 제

정으로 의무접종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환자자녀에게 시행된 것이기도 하지만,

BCG 접종이 결핵뿐만 아니라 나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299) 디디에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자들은 디디에스제가 나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강순(1960), 유준 및 김영수(1975) 등의 학

자들이 디디에스제가 나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300)

295) 국립소록도병원, 2017b,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역사

편』, p.206.

296) 보건사회부령 제511호, 「국립삼육학원운영규칙」 (1976. 2. 7. 제정, 시행) 제14조

(검진), 제16조(사고보고), 제18조(퇴원).

297) 소록도갱생원, 1957, 『연보』, p.23.

298) 소록도갱생원, 1957, 『연보』, pp.23-24.;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인 B.C.G

299) BCG가 한센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WHO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소록도 연보에는

1956년 BCG 1회 접종했던 환자자녀 1명에게서 한센병이 발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를 보았을 때 BCG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라도 완벽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1956년 BCG 접종 이후에도 소록도병원에서 환자자녀의 한센병 발병율

은 떨어지지 않았다.

300) 이강순(李康淳), 1960, 「나병의 가족내전염과 화학요법제 “디-디-에쓰”에 의한 예

방에 관한 연구」, 『나학회지』 1(1), pp. 33-50.; 유준, 김영수, 1975, 「항나제 DDS

(diamino-diphenyl-sulfone)에 의한 나접촉자의 나예방에 관한 연구」, 『대한나학회

지』 9(1), pp.75-84.



- 179 -

연구 결과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디

디에스제를 환자 자녀들에게 복용시키기 시작했다. 환자 자녀에 대한 디디에스

제의 투약은 자료가 많지 않지만 증언에 의하여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디디에

스제는 상당히 독한 약제로 성인이 복용했을 때도 빈혈이나 위장장애 등의 여

러 부작용을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환자 자녀에 대한 디디에스제의 복용

결과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디디에스제의 정기적인 복용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환자 자녀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처는 철저히 나병 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한

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환자 자녀의 복지에 일차적 목표라는 생각이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편으로 환자 자녀는 나균

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보건당국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당하고 감시당했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미감아(未感兒)”라 불렀는

데 이는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라는 의미로, 언제든 발병할 가능성이 있

는 아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정부에게 있어 미감아는 음성환자와 같은 위치

에 있었다. 세균검사 결과 일정 기간 세균이 검출되지 않지만, 신체 내부 어딘

가에는 한센병균이 여전히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미감

아와 음성환자 집단은 동일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라면 음성환자는 이미 한번

한센병이 발병되었다가 치료된 집단인 반면 미감아는 발병은 안 되었지만 한센

병환자를 부모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 자녀인 미감아는 환

자와 유사한 취급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부작용이 심한 약을 의무적으로 복용

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가 미감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나환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염병 관리에 있었

지만, 또 다른 목적이 존재하기도 했다. 그것은 거의 고아와 다름없는 이들은

질병을 이해하고 여러 치료제의 효과를 시험하는데 최적의 연구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국제연맹의 나위원회의 버넷(Etienne Burnet) 박사는 1928년 한센병과

관련된 대규모의 실험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한센병환자의 아이는

“특히 가치 있는 재료”이며 모든 국가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분리

시켜 시설에 분리 수용해야하다고 주장했다.301) 그의 주장처럼 필리핀 쿨리온

301) 1928. On 14 May 1928, the Leprosy Commission drew up a programme, and

Etienne Burnet, as Secretary for the Commission, embarked on a study tour to

the Baltic Countries, the Americas, and the Far East, including India, Malay

States, Java, the Philippines, Canton, Shanghai, Japan and Honolulu. His report

was published as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sation, Report o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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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소에서는 환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쿨리온에서의

1945년 보고서에 따르면 1932년 이전에 쿨리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13년

동안 규칙적인 관찰과 초기 나병에 대한 특별 연구 재료로 사용되었다. 환자 자

녀에 대한 관찰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매 2개월마다 반복되었고, 어떤 경우

에는 더욱 자주 시행되었다. 이러한 관찰과 조사의 결과 쿨리온에서 유아 사망

률이 극도로 높아졌다.302) 국제연맹의 나위원회에서는 1929년 「나병에 관한 조

사(Enquire concerning leprosy)」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전 세계의 나시설에 보

냈는데 이 조사문항에는 나환자의 자녀를 위한 제도와 시설(regime and

institutions for the children of lepers)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설문지

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수리남, 피지, 마카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한센병시설

의 환자자녀 수용시설에서 대풍자유의 예방 알약을 삼키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임상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303)

한국에서도 나환자 자녀들은 나병을 이해하고 치료제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좋은 연구 대상이었다. 연세대학교 미생물학교실의 이강순 박사는 디디에스제가

나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59년 나환자 자녀 760

명을 선정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435명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는 디디에

스제를 투약하지 않고, 325명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집단에는 7개월에서 5년 간

디디에스제를 투약한 결과 전자에서는 31명(7.8%)이 발병했으나 후자에게서는

한 사람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304) 또한 연세대학교 미생물학

교실의 유준과 김영수 역시 디디에스제가 나환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자들의 예

방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나환자 자녀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실험

을 했다.305) 나환자 자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디디에스제의 나

Tour of the Secretary of the Leprosy Commission in Europe, South America and

the Far East (January 1929–June 1930), CH 887 (Geneva, 1930). League of

Nations Archives, Geneva.

302) Jo Robertson. Chapter 6. The Leprosy-Affected Body as a Commodity:

Autonomy and compensation. pp. 131-164, in edited by Sarah Ferber & Sally

Wilde. 2011. The Body Divided: Human Beings and Human ‘Material’ in Modern

Medical History. ASHGATE.

303) Jose Rodriguez, 1929, “Studies on transmission of leprosy to children were

conducted at Culion”, “Studies on Early Leprosy in Children of Lepers”, Philippine

Journal of Science, 31(2), pp. 115–46.; Lampe, 1933, “Fate of Children Born of

Leprous Parents in the Groot-Chatillon Leprosy Asylum”,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1(1), pp. 5–15.

304) 이강순(李康淳), 1960, 「나병의 가족내전염과 화학요법제 “디-디-에쓰”에 의한 예

방에 관한 연구」, 『나학회지』 1(1), pp. 33-50.

305) 유준, 김영수, 1975, 「항나제 DDS (diamino-diphenyl-sulfone)에 의한 나접촉자의

나예방에 관한 연구」, 『대한나학회지』 9(1),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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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8세 미만의 환자자녀 1752명 중 1195명을 실험

군으로 557명을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디디에스제를 투약하고 대조

군에게는 플라시보를 투여하고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7개월에서 5년 간에

걸쳐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2건(0.2%), 대조군에서는 33건(5.9%)가

발병했다. 나환자 자녀에 대한 연구는 나병의 특성과 치료제의 효과 등의 지식

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부작용이 강한 디디에스제를 아이들에게 투

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3절. 격리시설 외부에서의 격리

1) 음성나환자촌이라는 격리 공간

1961년부터 국가는 음성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착사업을 시작했다.306)

1961년 8월 대한나관리협회와 대한나협회는 공동으로 전국의 등록 나병환자

19,980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균양성자 6,104명(30.6%),

균음성자 11,615명(58%)로 나타났고, 환자 자녀는 1,883명(9.2%)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등록 나병환자 중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428명(2.1%)에 달

했다는 점이다.307) 균음성자 중 노동력이 있으며 외모의 변형이 크지 않아 정착

이 가능한 정착대상자 8,615명(43.1%)이 선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정착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1년 10월 보건사회부 보건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1차 나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나병 치료기관을 균양성자 요양소, 불구자 요양소, 재활병원, 외래진료소(특수피

부진료소), 이동진료반으로 분류, 정형화하고 외래진료소 및 이동진료반을 증설

한다. 둘째, 균음성자 정착사업 및 직업보도를 실시한다. 셋째,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대포함)과 민간에 대한 계몽활동을 벌인다. 넷째, 균양성 기간 내의 산아

제한 강화 및 출생아의 즉시 격리에 힘쓴다. 다섯째, 부랑환자를 단속한다. 여섯

306) 김아람(2017)은 정부의 음성나환자 정착사업을 19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난민정

착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쟁기에 시작된 난민정착사업은 초기에 농촌에

한정되어 있다가 1957년에는 도시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1961년 쿠테타 이후로는

고아 및 부랑아, 나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정착사업이 시도되었음을 근거로 음

성나환자 정착사업을 난민정착사업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김아람, 2017,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 정착사업의 변천 과정과 특징」, 『역사문제연구』, 38, pp.457-405.

307)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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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61년 나병관리체계표

출처: 국립나병원 『연보』, 1961.

째,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 계획 중 정착사업을 먼저 시작했

다.308) 이러한 내용의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나병관리

체계표가 1961년 만들어져 제도의 변화를 위한 행정상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1961년 10월부터 12월 30일 사이에 1억 7백만 환의 예산으로 인천, 전북 김

제, 그리고 경북 월성에 각각 청천농장, 비룡농원, 희망농원의 3개소의 정착시범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되었다. 인천의 청천농원에는 국립부평병원 퇴원자 154명

의 이주가 이루어져고, 비룡농원에는 국립익산병원의 퇴원자 246명이, 그리고

희망농원에는 국립칠곡병원의 퇴원자 240명이 이주가 완료되어 시범사업이 완

료되었다.309) 이후 1962년 3월 17일 정부와 대한나관리협회는 정착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당해 22개 소에 4,645명을 정착시키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민간기관에서도 수용 중이던 음성환자에 대한 정착사업을 실시했는데 성라자로

원에서는 1962년 3월 7일 82명을 경기도 의왕농장에 정착시켰으며, 여수 애양원

에서는 같은 해 7월 2일, 96명을 전라남도 여천농장에, 그리고 8월 2일에는 131

명은 전라북도 보성농장에 정착시켰다. 국립부평병원은 2차로 100명의 음성환자

를 경인농장에 정착시켰고 대구 애락원 224명과 안동 성좌원 36명 총 260명은

경상남도 애락농원에, 국립용호병원은 150명을 경상남도 박애원, 희망원, 매리

희망원에 각각 정착시켰다.

정부의 정착사업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이에 맞춰 법적, 제도적 차원의 변화

308)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202.

309)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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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루어졌다. 먼저 1963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강제격리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정착사업이 진행되어 음성환자들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강제격리 조항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었다.310) 1964년 9월 16일에는 차윤근 보

건국장의 주재 하에 나병고문관 트랩만, 5개 국립병원장, 유준과 하용마 등 나

병학자와 단체장, 그리고 이동진료반 반장 등이 참석하는 나병관리협의회가 구

성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병관리사업의 효율화가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병력지의 통일, 세균검사성적 판정법의 통일, 규칙적인 치료, 신환자 발견 방법

의 개발, 보건교육 및 계몽 활동, 나병의 날 제정, 환자의 가족계획 등이 논의되

었는데, 이는 강제격리의 폐지와 정착사업 등의 변화에 맞추어 나병관리 사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부였다.311) 보건사회부는 1967년 「병원운영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소록도병원을 제외한 나병원을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수용되었던

음성환자는 모두 정착시키고, 정착을 하지 못한 양성환자나 장애를 갖고 있는

음성환자는 소록도병원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312) 이에 따라 소록도의 수용시

설을 최대 6,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증설함과 동시에 의료시설 및 주거 등

의 시설들의 개선사업이 시행되었다. 종합계획에 따라 1968년 11월 8일 국립소

록도병원에서 국립나병원으로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국립용호병원과 국립칠곡

병원이 개칭된 국립나병원의 분원으로 흡수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장기적으로 경

북 칠곡병원, 전북 익산병원, 부산 용호병원, 경기 부평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

자들을 소록도의 국립나병원에 수용하기로 계획하고 소록도의 병동을 신설하였

으며, 음성환자들은 1인당 8만원식의 정착금을 지급하여 정착시키는 사업을 추

진했다.313) 이에 따라 1969년에는 국립칠곡분원이 폐쇄되어 칠곡농원으로 전환

되었고, 1975년에는 국립용호분원이 폐쇄되어 용호농장으로 전환되어 음성환자

들이 정착했다. 1960년대 정착사업으로 정착하게 된 음성환자의 수는 총 11,901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소록도병원에서도 소록도 음성환자들의 정착을 위하여 오마도간척사업

을 계획했다. 당시 소록도병원 원장이었던 조창원의 계획과 지도 아래 1962년 7

월부터 소록도병원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오마도 간척 공사가 시작되었다.

조창원 원장은 정착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환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간척 공사

가 완료되면 환자 1인당 약 1,000㎡의 땅을 분배하고 공사기간 중 매일 쌀 2홉,

310)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225.; 국립소록도병원, 1996, 『소록도80년

사』, p.168.

311)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p.228-229.; 국립소록도병원, 1996, 『소록

도80년사』, p.169-170.

312) 국립소록도병원, 2017b, 『소록도 100년, 나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역사편』,

p.190.

313) 동아일보, 「칠곡 등의 나환자를 소록도병원에 수용」, 196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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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2홉과 30원의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개간된 농지에서 곡식을

수확하기 전까지 근로구호양곡을 지급할 것 역시 약속했다.314) 이렇게 시작된

오마도간척사업은 환자들의 노력으로 상당 정도로 공사가 진척되었으나, 지역민

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근주민들은 오마도 간척사업이 성공할 경우 환자

들이 그곳에 정착할 것을 우려하여 반발했고 심지어 공사장을 습격하기까지 했

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오마도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정서는 정치적인 공격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1963년 11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신형식씨가 당

선되었는데, 그는 보사분과위원회로 들어가 오마도간척사업을 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원장 교체까지 주장했다. 그 결과 1964년 소록도병원

의 원장이 교체되고, 간척사업 공사의 주체가 소록도병원에서 전라남도로 이관

되게 되었다.315)

오마도간척사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종교단체 등이 주도하는 정착사업에 따

라 각 지역에 정착한 음성환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의 강도는 매우 심각

했다. 정착촌의 토지는 국유지를 불하받거나, 종교재단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거나, 음성나환자들이 구입하거나, 사유지를 점거하거나 다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개간되지 않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개간하는 방식으로 정착했다. 정부는 정착사업 과정 중에 가끔

국유지를 불하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센인들

은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종교단체나 외원단체에

서 지원을 받았다.316) 한센인들은 정착 후에도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경우 식량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착촌의 한센인들은 때때로 구걸을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정착촌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전업형 축산을 통해서 소득기반을 갖

추기 시작하였고, 1980년 전후에 이르면 대부분의 농장들이 축산업을 통해서 일

반 농가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하기도 했다.317) 그러나 대부분의 정착촌들이

축산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들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

기 힘들었기 때문이었고, 축산업은 일반 농가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정부의 지원

에 의존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한센인 정착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거의 모든 정착촌이 축산업에 종사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의 정착사업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

314)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201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225.

315) 정근식, 2002, 「오마도 간척사업의 배경, 전개과정, 의의」, 『땅을 빼앗긴게 아냐,

희망을 뺏긴 것이지』, 한성협동회.

316)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p.234-235.

317)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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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첫 번째 목적은 음성환자들을 퇴원시킴으로써 강제격리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퇴원한 음성환자들이 다시 거리에서

부랑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사회복귀 이후에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였다. 정착사업은 예산이나 사전 준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중의 하나가 정착촌이 형성되는 지역의 지역민들의

반발이었다. 정부는 한센병은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는 홍보활동

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 관리 체계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

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착사업에 있어 정착촌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지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역민에 대한 설득의 부재는 1980년대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었던 일반 사

회의 한센병환자에 대한 매우 큰 거부감 때문에 정착촌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

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착촌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역민에 대한 설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정착촌이 형성되는 시

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역민의 한센인과 정착촌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되었다. 소록도병원 원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던 조창원

원장은 1970년 나병관리세미나에서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정착사업을 국가가 일

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회의 반대가 극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318) 정착사

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는 한센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요했던 것은 질병의 관리, 즉 나균의 통제에 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음성환자 정착사업에 있어 정착민을 설득하는 작업의 부재

는 정착촌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음성나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유지시키고 더욱 강화시켰다. 정착민의 입장에서 “무서운 전염병”을 갖고 있는

음성나환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촌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1961년 정부의 정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환자촌”과 지역민들과의 충돌은 곳곳에

서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음성나환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

했다. 1947년 6월경 안동에 있던 나환자촌 근처에서 한 어린이가 실종되자, 지

역민들은 한센병환자를 의심하여 경찰이 환자 3명을 낙동강변 공동묘지에서 총

살하고, 경찰과 주민이 나환자촌을 습격하여 한센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

다.319) 1949년 9월 14일에는 목포 형무소에서 탈옥한 죄수들이 인근 무안군 연

동에 위치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죄수복과 옷을 바꿔 입었는데, 이를 본 목포

318) 조창원(국립나병원 원장), 1970, 「나병수용관리에 대하여」, 『나병관리세미나자

료』, pp.79-85.

319)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65-566.; 보건복지부, 2011,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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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색대원이 나환자촌에 무차별적으로 사격하여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이곳에는 아이 포함 40여 명의 환자와 그 가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

는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기록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경찰이 오인해서 이들을 죽였다기

보다는, 오인했다는 구실로 의도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320) 1950

년 7월에는 함안의 유지들이 물문리에 있던 나환자촌 환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국군을 사주하여 환자 28명을 총살시켜 매장한 사건이 벌어졌다.321) 희망촌 운

동이 시작된 1956년 무렵 한센병환자 150여명이 거주하던 밀양 신생원에서도

인근 정착민들이 습격하여 환자들을 가두고 4-5일에 걸쳐 남녀노소 가리지 않

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322) 1957년 8월에는 사천 비토리에서 한

센병환자에 대한 습격사건이 벌어졌다.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병환자들은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섬의 유휴지를 개간하던 중, 인근

지역의 주민들 1백여 명이 습격하여 한센병환자 26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

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굴과 조개 등의 해산물 채취를 주

생계로 삼고 있었는데, 한센병환자들이 인근에 있을 경우 식수가 오염되고 해산

물 판로가 막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다.323)

이상과 같은 나환자촌 한센병환자들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과 그로

인한 일련의 학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착사업을 통

하여 음성환자들을 무리하게 정착시키는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전과 똑같

은 한센병환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었다. 국립부평병원 원주분원인 대명구호병원

에 격리되었던 환자들 중 음성판정을 받은 30~40여명의 환자를 1964년 4월 초

부터 보건사회부 및 한구사(현재 천주교 구라회)의 지원을 받아 양평 양수리 일

대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7개월 동안 가옥 40여 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센인의 정착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 천여 명이 몽둥이, 곡괭이, 낫과

같은 것으로 무장하고 1963년 12월 19일 정착촌을 건설하던 한센인들을 습격하

여 폭행하고, 건축한 모든 가옥을 완전히 파괴시켰다.324)

320)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71-573.; 보건복지부, 2011,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2.

321)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76-582.; 보건복지부, 2011, 『한

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2.

322)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54-157.

323)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56057, 574-575.;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3-96.

324)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233;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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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착촌들은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투쟁을 겪으면서 설립되었다. 정착촌이 설립된 지역의 인근 지역민들은 음성나

환자들이 자신의 생활공간 근처에 거주하게 되면 나병이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졌다. 이러한 공포 때문에 식수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으며, 더 나아

가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 등이 다른 곳에서 판매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

움이 발생했다. 즉 나균을 둘러싼 생명정치(bio-politics)가 음성나환자촌을 둘러

싸고 벌어진 것이다. 지역민들이 두려워한 것은 생활과 노동 공간 그리고 지역

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지도 모르는 나균의 전염의 가능성, 그리고 그

러한 가능성이 가져오는 자신들에 대한 타지역의 낙인과 차별이었던 것이다. 음

성나환자와 비슷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민들이 나균을 보균하

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동시에 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어폐류

역시 오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비합리적인 상상을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불러일

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은 적절히 개입하지 않거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개입했다.

또한 일련의 음성나환자촌 피해사건들을 보았을 때 지역의 유지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민을 부추겨 습격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빈번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나병에 대한 계몽활동을 벌인다고 이야기 했으나,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음성나

환자촌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설득 과정은 전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착사업의 결과는 음성나환자촌에게만 해를 가한 것

이 아니라 정착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즉 정부의 예산을 줄이면서 음성나환

자를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립되고 실행되었던 정착사업은 그 부담

을 음성나환자와 정착촌 인근 주변의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다. 음성나환자

촌 설립 초기에 발생한 이러한 갈등과 그로 인한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영속화되었다.

음성나환자촌 주민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차별의 사례는 너무 많은

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경남 하동 영신원의 음성나

환자들은 1950년 초반 정착촌이 만들어질 때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인근의 적

량면 주민으로부터 1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단폭행 및 차별을 당했는데

정부는 이를 중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325) 또한 음성나

환자촌의 거주민은 인근의 공공시설이나 상점을 이용하지 못했다. 1963년 여름

김천 삼애농장에 거주하던 음성나환자 한 명이 인근의 이발관을 이용하려 하다

가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삼애농장 대표와 주민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가

325)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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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326) 삼애농장은 1976년에도 인근 주민이 음성나환

자가 인삼 장사꾼을 잡아 먹었다고 소문을 퍼트린데 대해 항의했다가 경찰에게

권봉과 각목으로 폭행을 당했다.327)

2005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정착촌”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의 차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328) 설문지는 정착촌

마을 대표에게 보내졌고, 마을 대표가 설문에 응답했다. 공용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자유롭다”라고 응답한 정착촌이 1곳, “대체로

자유롭다”고 응답한 정착촌이 16곳, 보통이 16곳,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가

10곳,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정착촌이 6곳이었다. 즉 설문조사가 실시

된 2005년에도 총 50곳의 정착촌 가운데 16곳의 정착촌이 여전히 공용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웃마을과의 왕래 정

도를 묻는 문항에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정착촌이 15곳, 그리고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곳이 9곳으로 50곳의 정착촌 가운데 24곳의

정착촌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목욕탕이나 이발소와 같은 공공시설의

이용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총 50개의 정착촌 중 43곳의 정착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자유롭다”고 답한 정착촌은 1곳에 불과했

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착촌 한센인들의 일상에서의 차별에는 신체의 접촉도가

높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체 접촉도가 문항 중 가

장 낮은 공용버스의 경우 차별이 가장 덜 심하고, 대면접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마을과의 왕래에서 차별이 그 다음으로 심하고, 신체접촉이 직접적으

로 이루어지거나 물이나 이발도구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등의 공간에서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하다. 즉 정착촌

에서 생활하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은 이들이 갖고 있는 외모의 변형이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나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신도 낙인찍히고 차별받을지 모

른다는 두려움의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1996년까지 강제격리정책을 유지해온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로 일찍 강제격리정책을 폐지한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국가 한센병 관

리 체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양한 기구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

속에서 나환자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격리되거나 고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한센병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 받는 정착촌 제도

326)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06.

327)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07.

328)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p.2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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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성나환자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성과는 한센

인들의 사회적 고립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격리 시설 외부에 전국적으로 산재

해 있던 음성나환자촌은 백여 개에 이르는 강제격리 공간이었으며, 정착촌과 일

반 마을 사이에는 낙인과 차별이라는 비가시적이면서 가시적인 장벽이 가로 막

고 있었다. 이 장벽을 넘어 일반 사회로 들어가는 음성나환자에게는 가차 없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

2) 음성나환자에 대한 낙인의 제도적 강화: 등록제도와 신환자

발견 사업

음성나환자촌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음성나환자에 대한 낙인과 사회의 차

별의 원인은 단순히 정착촌 형성기에 정부의 설득 부족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

니다. 음성나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강화하는 대에는 정부의 등록제

도와 신환자 발견사업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효과적인 치료제의 등장으로 인하

여 음성환자가 증가하고 양성환자가 감소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나

병을 박멸할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였다. 사회에서 나병을 박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은 나환자 수를 추정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환

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수와 “나환자촌”에 거주하는 환자 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중앙에 나환자를 등록시키는 제도를 만

들었다. 나환자로 파악되면 그 환자의 정보는 각 수용기관 및 보건소 등을 경유

하여 중앙(보건사회부 등)에 등록된다. 나환자 등록제도는 1949년에 소록도병원

및 3개 민간나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8,018명을 등록시킨 것을 시작으로,

1955년부터는 시설 바깥에 거주하는 재가환자 5,325명을 중앙에 등록하기 시작

했다. 이로써 정부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에 거주하는 나병환자를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3년에서 5년 정도의 매

우 긴 잠복기간은 사회에 훨씬 더 많은 잠복환자가 있을 거라는 추정을 정부와

의사들이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나병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같은 적대적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

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등록소에 등록

된 환자 외에 더 많은 환자들이 사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나병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및 공무원들에게는 상식과 같은 것이었다.

잠복환자 및 은닉환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전

수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는 환자 총수를 추

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1950년대 국내 학자들의 한국 총 나환자 추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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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명이었지만, 1963년도에 WHO의 재정과 기술지원으로 실시된 조사사업의

결과 한국에는 약 8만 명의 나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후로 이 8만

명이라는 수는 나병 관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1970년 등록환자 수는 37,601명이었는데, 나환자 추산수가 8만 명일 경우, 잠복

및 은닉 환자의 수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여전히 나병의 확산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329) 그러나 등록된 환자 수를 훨씬 넘는 4만 명의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있다는 추산치가 너무 많다는 반론도 있었는데, 예를 들

어 유준(1970)은 1968년말 전국의 나환자의 수를 6만에서 6만4천명으로 추산하

고 미발견환자는 약 23,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330) 추산치의 차이가 있

었지만, 등록환자의 거의 배에 가까운 미발견환자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신환

자발견의 중요성의 강조로 이어졌다.

한편 신환자발견의 중요성은 치료제의 발전의 결과로 강조된 것이기도 했다.

디디에스제로 인하여 나환자의 치료가 가능해지자, 나병이 진단될 때부터 사회

복귀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나병은 치료가 늦어져 병이 점차 진행될수록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나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신체에 남는 여러 장애

들은 환자들이 나병 치료가 완료된 후 사회복귀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

는 이유가 된다. 나병으로 인하여 외모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 질병에 대한 사회

적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사회복귀가 힘들며, 눈이나 손과 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인과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 노동력을 갖기가 힘들어 직업을

얻거나 자립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나병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후유

증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은 나환자들이 치료된 이후에도 시설에 남게 되

는 이유가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와 시설의 입장에서는 재정

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되도록 나병 초기에 환자들을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은 나병 관리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한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균검사방법의 개발로 신환자 발견에 공헌하

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신환자를 발견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는 두 가지 방법

이 있는 데 첫째 방법은 일반 보건의료망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발견하는 방법

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동진료사업을 통한 신환자 발견하는 것이다. 일반 보건

의료망을 통한 환자 발견 노력을 위해서 보건소 제도가 이용되었다. 보건사회부

는 전국 보건소에 양성 및 음성 나병환자를 등록시키고, 이곳에서 치료약을 공

329) 이학송(대한나병협회 회장), 1970, 「대한나병협회의 나갈 길」, 『나병관리세미

나자료』, pp.135-142.

330)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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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치료를 지도하도록 하며 또한 이들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 사업 등을 하

도록 했다. 특히 나환자가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혹시라도 있

을지 모르는 신환자를 발견하려 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보건소에 나병관리요

원을 배치하여 이들에게 나병 치료 및 신환자 발견의 역할을 담당시켰다.331) 정

부는 1967년 5월부터 각도 99개 군의 보건소에 훈련 받은 나병관리요원을 주재

시켰다. 또 정부는 1955년에 세브란스병원에 처음으로 시작된 나환자 외래진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1963년부터 대학병원이나 민간 나병연구기관 등에

특수피부진료소를 설치하여 일반보건체계 일부를 나병 관리 사업에 편입시켰다.

다음으로 이동진료사업을 통한 신환자 발견에는 전국의 9개의 정부 나이동진료

반 및 3개의 민간 나이동진료반이 사용되었다. 나이동진료반은 1956년에 처음으

로 경상북도에서 해외원조자금을 지원받아 재가환자 치료와 지방민에 대한 나

병보건교육을 위하여 정부에서 설치했다.332) 한편 민간에서는 천주교구라회의

스위니(Robert Peter Sweeney) 신부가 1956년에 그리고 대영구라회의 로이드

(Lloyd) 선교사는 1959년에 각각 민간 나이동진료반을 경상북도에 설치하여 환

자발견과 진료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1958년에 경상남도에 나이동진

료반을 증설했고, 1966년 1월부터는 WHO와 UNICEF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2

개 나이동진료반을 9개 반으로 대폭 증설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그리고

충청남북도 일부 등 나병의 유병율이 높은 지역을 담당하도록 했다.333)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신환자 발견 사업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70년 한국에 단기로 방문한 WHO 나병 고문관인 노시토(Fernando

Noussitou, WHO Leprosy Short-term Consultant in Korea) 박사는 시설 바깥

에서의 보건소와 이동진료사업을 통한 나병 관리 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음을

지적했다.334) 그는 먼저 나병 관리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1970년 당시 예산의 오직 20%만을 나병 시설 바깥에 있는 등록환

자들을 치료하고 미발견된 36,000명으로 추산되는 잠복 및 은닉환자를 발견하는

데 배당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335) 예를 들어 월성군의 경우 한 명

331) 『정부나병관리사업현황』, 1970.

332)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pp.1-28.

333)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pp.1-28.

334) F. M. Noussitou, 1970, “Analysis of present organization, allocation of

resources and operational achievements of the Leprosy Control Programme in

Korea”, 『나병관리세미나자료』. pp.45-51.

335) 당시 보사부 추정은 추산환자 80,000명, 등록자수 37,601명, 미발견환자 40,000

명이었다; 이학송(대한나병협회 회장), 1970, 「대한나병협회의 나갈 길」, 『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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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당자가 200,252명의 인구가 있는 146개 리에 흩어져 있는 47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의 업무는 주기적으로 이들을 검진하고, 세균검사를 하며,

이들의 접촉자를 조사하고, 이를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보고하며, 동시에 정착

촌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WHO 기준으로 한 명의 담당자가 평균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20,000명에서 50,000명의 지역민이 있는 지역에서

200-2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업무량은 담당자가 한달

에 한번 보건소에 오는 환자에게 약제를 주는 일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었다. 또한 보건소 및 이동진료팀의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부학적, 신경학적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노시토(Noussitou) 박사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군다나 전체 예산의 64%가 소록도병원의 유지비용에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였다. 30,000여 명의 등록 나병환자 중 소록도병원에는

불과 5,000명만 수용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579명(11%)만이 세균학적으로 양성

환자인데 전체 예산의 64%가 소록도병원으로 집중되는 것은, 나머지 25,000에

달하는 소록도 외부의 나병환자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36,000명으로 추정되는 미발견 환자들의 조사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지적했

다.336)

그러나 나병관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반의료체계와 나이동진료반을 활용하라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리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리정책의 변화는 나병치료제의 발전으로

인한 음성나환자의 증가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음성나환자의 증가는 강제격

리정책의 일부 폐지로 이어졌으며, 이 때문에 시설 외부의 환자를 관리하고 새

로운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70

년대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외부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

는 나병관리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환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건소와 나이동진료반을 통한 시설 외부의 나병환자에 대한 관리는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나관리요원들은 36,000명의 잠복

및 은닉환자를 발견하고 새로운 환자를 발견할 임무가 있었는데, 연간 3,000명

관리세미나자료』, pp.135-142.

336) WHO는 이미 1959년 제2차 나전문위원회에서 요양소중심주의의 폐지를 권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나병 관리를 나병 특수 보건체계에서 일반 보건체계로 포함

시킬 것을 권고했다. 1963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제8차 국제나회의에서는 나병 관

리를 수용소나 나병 특수시설이 아닌 지역의 진료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동

진료반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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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환자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 1월부터 8월까지 발견된

신환자 수는 990명에 불과했다.337) 나병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

은 환자들이 은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환자 발견사업은 기존의 등록환자를 주

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음성환자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당할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정착촌이 있거나 유병율이

높은 지역의 지역 주민들 역시 주기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정부

에서는 여러 홍보사업을 통해서 나병은 치료되는 질병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

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회에 있는 음성나환자를 중심으로 신환자를

발견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실제 나병의 전염성이 매우 낮고, 음성나환자의 경우 전

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성나환자 주변이나 유병율이 높은 지역의 지역민

에게 나병의 전염성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일반 사회의 나병 전염성의 우려는

음성나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유지시켰던 것이다. 또한

한번 등록된 나병환자는 음성화 이후에도 국가 나병등록제도에서 퇴록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WHO는 일정 기준에 맞는 환자들을 반드시 퇴록시킬 것을 권고

했다. WHO는 임상적 증상이 사라지고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월 1

회 6개월 연속 웨이드법으로 세균검사를 해서 연속적으로 음성인 결과가 나올

때, 나병이 정지되었다(arrested)고 정의내린다. 나병이 정지된 환자, 즉 음성환

자의 경우는 병형에 따라 다른 기간 동안 연속치료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퇴록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나종형나는 10년, 그리고 결핵양형나는 1.5년

연속 치료가 완료되고 재발되지 않으면 퇴록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퇴록시키고

퇴록증명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다.338)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번 등록된 환자는

음성환자가 된 후 거의 평생 동안 퇴록되지 않고 계속 “환자”로 남았다. 등록의

영속화는 한편으로는 퇴록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

될 경우 국가로부터 한센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등의 혜택 등이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시기의 장기화 및 영속화는 일반사회에서 나병이 낫지

않는 병 또는 평생을 앓고 관리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것 역시 나병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켰다. 즉 사회에서 여전히 환

자로 인식되는 음성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음성나환자촌은 일반인들에게 격리장

소로 여겨졌고, 여전히 환자인 음성나환자들이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신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337) 이학송(대한나병협회 회장), 1970, 「대한나병협회의 나갈 길」, 『나병관리세미

나자료』, pp.135-142.

338) 서순봉(경북대의대학장), 1970, 「한국에 있어서 등록된 나환자의 퇴록문제」, 『나

병관리세미나자료』, pp.145-153.



- 194 -

통해 강화되는 음성나환자에 대한 낙인은 사회와 음성나환자촌 사이를 분리하

는 비가시적인 벽을 강화시키고 지속시켰다.

한편 정착촌 인근 주민의 나병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은 음성나환자뿐만 아

니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확장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나환자 자

녀는 나병이 발병되지 않더라도 나균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간

주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리 받았다.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음성나환자 자

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반 사회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

나환자 자녀에 대한 이러한 일반의 인식은 1960년대 중반부터 음성나환자 자녀

의 공학반대 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다. 음성나환자 자녀의 공학반대 운동은 1960

년대 중후반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의성에 위치한 갱애농원의 음성환

자들의 자녀 6명이 1965년 인근에 위치한 금성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부모

와 자녀가 입학식에 참석했다. 입학식에서 음성환자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건강인 학부모들이 다음날부터 음성환자 자녀의 등교를 반

대하면서 폭행을 가했다.339) 함양에 위치한 여명원의 경우 1963년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의 반대로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하자 고아로 위장하여 인근

고아원에 수용토록 해서 교육을 받게 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고아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은 14명,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30여명이었다. 이후 독지가

들의 도움으로 정착촌 내에서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상황은 여의

치 않았다.340)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1964년 3월부터 전남 여천군의 동

초등학교, 전남 나주군의 산포, 경기도 용인군의 어정, 경북 울산군의 농남, 전

북 남원군의 왕치, 경북 상주군의 숭덕, 경남 진양군의 원당, 경북 월성군의 물

천, 충북 청원군의 북일, 충남 연기군의 송성, 서울 내곡동의 대왕 초등학교로

환자 자녀 공학 반대운동이 확산되었다. 환자 자녀의 등교 문제를 둘러싼 지역

민과의 갈등은 1970년대에도 계속 이어져 전북 김제 용지중학교, 전남 나주 남

평중학교, 전남 장성 광암국민학교, 부산 용산초등학교, 승주 외서초등학교에서

도 공학반대 운동이 벌어졌다.341)

정부나 학교에서는 음성환자의 자녀는 환자가 아니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와 같은 환자 자녀 공학반대 운동에 대한 교육청의 중재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사례도 소수 존재하나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공학에 실패하고 정착촌 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분교

339)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05.

340) 보건복지부, 2011,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161.

341) 대한나관리협회, 1988, 『한국나병사』, pp.235-243,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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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지 않고 공학에 성공하더라도 음성나환자 자녀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다. 1969년 5월 정부에서 파악

하고 있는 한센인 자녀 중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아동은 모두 2,096명이었다.342)

이중 1,836명의 아동이 32개교(본교 6개교, 분교 26개교)에서 분리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195명은 9개 교에서 공학을 하고 있었다. 주로 서울과 경상남도에서

는 공학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분리수업을 진행했다.

음성나환자 자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되었다. 2005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는 자신의 자녀가 겪은 폭력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응답자의

9.2%가 육체적 폭력 경험이 있으며, 17%가 언어적 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다. 또한 결혼에 있어서도 많은 음성나환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343) 실

제로 이러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음성나환자 자녀들도 이러한 사회적

낙인 차별 때문에 위축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 『한센인 인권실태조사』에 소개

된 자녀의 증언 내용은 이러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1968년 이후 여기 사는 사람이 자식을 불러들였는데, 따라온 어린 자식.

손주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내에서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했다. 공단

에 취직을 하니까. 삼거리 산다. 조장 비슷한 사람이 미행해서, 여기 들어

오니까.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게 되었다. 몇 사람이 쫓아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70년대의 일이다. 지금도 상처를 받아서 사회생활

을 못하고 이 동네에서 맴돌게 되었다. 그 충격에 의해서 자녀가 사회에

못나가게 되었다. 노이로제, 우울증에 걸려버렸다. 국민들 전체 인식의 차

이가 있다. 일반들이 인식을 그렇게 했다. 정착시켰을 때 홍보를 잘 시켰

으면 그랬지 않았을텐데. 일반들까지 인식이 잘 되지 않았다. 나가서 여

기에 사는 것을 자랑을 못한다. 누구 원망할 수는 없다. 피해도 있고, 피

해의식 속에 살고 있다.”

이렇듯 나균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나병관리사업의 결과 피해를

입은 것은 나환자 자신에 그치지 않았다. 환자의 가족, 특히 자녀에게도 피해가

돌아갔다. 이러한 피해는 강제격리가 폐지되고 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진 다음

에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정착촌의 음성나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342) 조선일보, 「대왕국교분규, 부형들 방해 울어버린 등교, 교위 경찰협조 요청」,

1969. 6. 14.

343)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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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음성나환자이지만 지역민들 역시 전염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와 갈등의 원인은 정부의 나병 관리 정책에 있었다. 정부는

나균의 관리와 제거에만 초점을 두었고, 질병의 매개체 또는 매개의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서만 음성나환자들을 관리 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가능해지자

비용절감을 위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음성환자들에 대한 정착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음성나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음성나환자촌을 중심으로 한 나환자단체의 활동과 한계

시간이 지나면서 음성나환자촌에 정착한 음성나환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다

가 1969년에 16,771명으로 정점을 찍고는 이후로는 계속 감소해 갔다.344) 그러

나 음성나환자촌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1983년에는 101개의 정착촌이 존재했

다(보건사회부, 1983: 91). 이러한 정착촌 증가의 이유는 나중에 나시설에서 퇴

원한 음성나환자의 경우 기존의 정착촌에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다른 정

착촌이 필요했고, 또한 기존의 정착촌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표는 1968년부터 1982년 사이의 등록나환자 거주지 비

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 등록환자 중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1969년까지 나시

설이나 재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으나, 1970년부터는 재가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고, 이러한 추

세는 계속 이어졌다.345) 재가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들은 자신의 병력을 최대한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음성나환자로서 정체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들은 집단적인 정체성이 형

344) 음성나환자촌의 거주자 수는 등록나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는데, 등록된 음

성나환자의 가족 등의 비나환자들도 음성나환자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인의 음성나환자촌의 거주 비중은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증가했다.

345) 흥미로운 것은 1969년부터 1982년 사이의 13년간 정착촌의 등록환자수는 6,914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년 약 530명 가량이 감소하는 것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가

등록환자는 1,278명만 감소했는데, 이는 매년 약 98명이 감소하는 것이었다. 이는 매

년 상당히 많은 정착촌 거주 음성나환자들이 정착촌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정착촌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시설에서 퇴원하는 더 많은 음성나환자들이 정착촌이 아닌 사회로 곧바로 복귀하

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가 나병관리

체계는 재가 중심이 아니라 시설 또는 정착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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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등록나환자 거주지 비중 변화(1968-1982년)

출처: 보건사회부, 1984년 만성병관리지침, p. 2.

성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즉 음성나환자촌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은 이들

이 정착촌 음성나환자로서 특수한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

다.

“질병공동체”로서 음성나환자촌은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은 행정상으로 ‘특수지역’으로 분류되어 ‘비공식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어

외부의 행정력이나 사법권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정근식,

2006: 44). 정착촌에서 이들 음성나환자들은 축산업에 집중했고, 1980년대에 이

르면 경제적으로 인근의 농촌에 뒤지지 않거나 더욱 잘 사는 마을로 성장하게

된다. 정착촌 외부의 낙인과 차별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외부의 일반

적인 국가권력의 영향력도 크게 미치지 않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들 음성나환자

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특수한 정체성은 정착

촌 안의 권력이 농장집행부, 축산조합, 그리고 교회라는 3원적 구성으로 이루어

진 것에서 드러난다(전게서: 45). 농장집행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을 배분

하고,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며, 축산조합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으며, 교회는 정

신세계의 규율 권력이자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통로였다. 즉 정착촌의 음성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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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질병과 질병을 관리하려는 보건당국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

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고, 축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는 질병, 종교,

경제의 3요소로 정체성이 구성되어 있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광복 후 1950년대 후반까지 대표적인 부랑집단이었던 이들

나환자들이 1960년대 정부의 정착사업을 거치면서 근면한 주체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이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

해서는 나병이라는 질병을 중심으로 한 나환자들에 대한 규율과 재배치뿐만 아

니라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 걸친 국가의 규율화와 하층민 재배치 사업

속에서 나환자 정착사업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전쟁 중 정부와 유엔민간원조사

령부(UNCACK)는 1952년 3월에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를 결성하고 ‘난민정착

사업’을 시작하여 휴전 성립기에 약 280여만 명의 난민들을 정착시키는 사업을

1960년대 전반까지 지속했다(김아람, 2017: 357-358). 이러한 정착사업은 1961년

쿠테타 이후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정착사업과 고아 및 부랑아, 음성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정착사업’로 확대, 분화되었다(전게서: 358). 초기 이

러한 정착사업은 구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으나, 점차 경제개발사업의 성

격으로 변화했다. 때문에 음성나환자촌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질병공동체가 갖는

독특한 성격 외에 당시 국가적 정착사업의 경제개발적 성격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때문에 정착촌의 형성과 발전은 나병관리정책 하에서의 공중보건학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하층민 재배치를 통한 경제개발 정책

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질병관리와 경제개발이라는

구분되는 두 가지 영향 속에서 음성나환자촌에서의 음성나환자의 정체성 형성

과 이들이 만든 단체의 활동을 살펴봐야 한다. 식민지기 1923년 말 경에 대구나

병환자상조회가 출범한 이후(대한나관리협회, 1988: 359),346) 1926년에는 부산나

환자상조회, 1930년에는 여수에서 조선나병원공제회가 조직되었다.347) 그리고

이들은 1933년 3월 15일에 이르러 전조선나환자단체연합회로 발전했다(대한나

관리협회, 1988: 359). 그러나 이 단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었

다.

광복 이후 1948년 3월 19일 최초로 만들어진 나환자단체인 성좌회는 소록도,

대구 애락원, 경상지구의 상조회와 박애회, 서울·경기지구의 친목회, 강원지구의

영목회, 충청지구의 애경회, 전라지구의 평화회와 애조회 등 전국의 나환자들이

346) 대구나병환자상조회는 1928년 조선나병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47) 동아일보, 「요양비 좀 달라고 나병환자탄원」, 1926. 10. 17.; 매일신보, 「가련한

천형벙자 여수나병원에 집중, 입원 거절을 당하고 공제회 조직, 경찰부에 주사약 청

구」, 1930.5.10.



- 199 -

모여서 결성되었다. 주요 지도자로는 초대회장에 심숭이 선출되었으며, 전주의

유춘원, 경상도의 김상태, 충청도의 김영근, 서울의 윤항용 등이 주요 지도자로

참여했다. 이 단체는 편견해소를 위한 자정활동과 권익옹호활동을 시작했으나,

큰 성과 없이 1949년 4월 9일 제3회 총회를 끝으로 해체되었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132-133; 국가인권위원회, 2005: 191). 이후 1954년 6월에 대한한센총연맹

을 결성하여 권익 수호와 자체 정화 등의 활동을 하려 했으나 조직 운영에 필

요한 재정문제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360). 그

러다가 정부의 정착사업으로 음성나환자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1968년말

여러 국립나병원들이 폐쇄되면서 현지정착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착촌의 음

성나환자 사이에서는 전국단위의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국가나 민간나단체 사이에서는 부랑나환자의 단속과 선도를 이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969년 10월 13일 한국한센연

합회가 결성됐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360; 국가인권위원회, 2005: 191). 한국한

센엽합회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랑나환자 단속 및 선도계몽, 이송 사업을 위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성나환자촌에서 생산한 달걀을 판매하기 위한 공판

장 등을 개설하는 활동을 벌였다.

한센연합회는 1971년 4월 20일 제3차 정기총회에서 한성협회로 개칭했다. 이

총회에는 정희섭 보건사회부장관, 유준 나학회장 등과 전국 각지에서 대의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발표됐다(대한나관리

협회, 1988: 361).

선언문

1. 우리는 자유민임을 선언한다. 

오랜 질곡과 암흑에서 벗어나 이제 타고난 천부의 자세를 되찾으려 한

다. 조상이 물려준 형체를 좀먹고 생의 근원에서 뒤흔들렸던 병마! 그 

병마는 이제 극복되었다. 

2. 이제 우리는 사회인이다. 

비나의 나인이란 있을 수 없고 미감의 아동이란 있을 수 없다. 인내와 

용기로써 이 부조리를 타파하고 성실과 근면으로 생업을 개척하여 스스

로 품위를 높여 유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3. 오늘을 위하여 생애를 바친 과학자의 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인류문

명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 경건히 머리 숙이며 우리는 이에 협동단결하

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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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문은 한성협회의 성격과 당시 음성나환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치료를 통해서 나병이라는 질병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환자가 아

니라는 선언과 함께, 부랑인이라는 사회적 낙인 역시 벗어버리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뚜렷이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

병을 극복하게 만들어 준 과학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이 짧은 선언문은

질병의 극복, 경제적 자립이라는 큰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음성나환자의 정체

성과 환자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 영역에

서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의료전문가로부터 다시 획득하려는 모습은 이

선언문에서 찾을 수 없다.

한센협회는 1974년 한성협동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75년에는 사회단체로,

그리고 1989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192). 한성

협동회는 국가 나병관리체계 안에 완전히 편입되어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

체가 되었다. 다음은 1984년 보건사회부 나병관리체계 표이다. 아래 그림 11에

서와 같이 한성협동회는 보건사회부 소속 만성병과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었고,

만성병과의 관리 하에 부랑환자 선도 및 단속 그리고 정착농원 지도계몽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성협동회의 중앙회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1) 나정착촌의 정화 및 자활기반 조성, 2) 중앙 또는 시·도사업의 위임에 따

른 부랑나환자의 예방 및 선도사업, 3) 나환자의 진료참여에 대한 적극지원(특

히, 재발자 및 약재내성 환자), 4) 선도요원으로 하여금 각 나정착장의 자립기반

사업 독려 및 정착저해자 선도 또는 이송, 5) 정착민의 의식개혁 추진 및 지도

계몽.

한편 한성협동회는 나환자를 단속 및 나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로부터 이임받은 선도요원을 관리함으로써 나정착촌의 음성나환자를 통제할 수

있었다. 나정착촌의 선도요원은 한성협동회중앙회 회장 및 각시도 지부장이 추

천한 자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 자였다. 1) 부랑나환자 선도 및 단속, 2) 정

착사업 저해자 선도교육, 3) 한성협동회중앙회 제반업무 협조. 이와 같은 권한

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성협동회중앙회는 재가 양성환자뿐만 아니라 음성환

자 모두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성협동회는 나정착촌의

보건요원 선발 역시 정착민들 중에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나

정착촌의 보건요원은 의료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나병관리 보

건요원 초급반(1주)을 이수한 자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 자들이었다. 1) 부

락민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봉사한다. 2) 나환자의 치료에 관하여 보건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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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보건사회부 나병관리체계 (1984년)

출처: 보건사회부, 1984년 만성병관리사업지침, p.13.

나 이동진료반장이 위임한 항나제의 전달투약 및 확인투약을 보조한다. 3) 환자

의 인적변동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즉 보건사회부는 “나정착장관리지침”의 세밀한 규정들에 근거하고 환자단체

인 한성협동회를 통하여 정착촌의 음성나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리체계에 불만을 갖거나 저항하는 정착촌의 음성나환자는 정

착촌에서 쫓겨나거나 소록도에 다시 보내져 격리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착촌의 음성나환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역할에 철저히 복종할 수밖에 없

었다. 국가가 정착촌의 음성나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1) 지속적인 치료제의

복용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 2) 정착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것, 3) 부

랑하지 말 것, 4) 정착촌 내의 질서를 어기지 말 것과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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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송 귀향 보호 합계

1986 37 0 226 263

1987 39 142 219 400

1988 26 102 190 318

1989 34 129 161 324

1990 27 100 112 239

표 10. 1980년대 후반기 한성협동회의 ‘선도사업’ 실적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권실태조사, p.194.

한편 국가는 정착촌의 음성나환자에 대하여 통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한 것

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했다. 국가는 “나정착촌자립기반사업관

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착촌의 축산업과 같은 경제활동에 지원을 해주었다. 이

지침의 목적은 1) 나정착자의 소득증가, 2)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 3) 나정착

자의 자활 능력 보유 등에 있었다. 사업대상자는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으며, 부

랑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민의 동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착촌이었다. 즉 정

부의 나정착촌 시책에 잘 따르는 정착촌에 지원이 가는 것이었다. 한편 정착촌

의 음성나환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76년 가

톨릭나사업가연합회는 서독정부와 서독구라회, 미제리오 재단 등에서 보내온 1

억3천만원을 한국가톨릭자조협회에 가입한 32개 회원 정착장에 자활사업 기금

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도 자선음악회 수익금으로 경기

도 양주군 천성농장을 지원했으며, 한국십자군연맹도 전국의 여러 정착촌 1,600

명에게 자활기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선명회는 1977년부터 1978년에

만 정착촌 구호 및 개발사업으로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기독교선명회

의 질병의 치료, 장학금 지급, 기술교육과 취업알선, 소득증대사업지원 등에 사

용되었는데, 주로 소득증대사업지원에 사용됐다(대한나관리협회, 1988: 362-363).

기독교계의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정착촌 지원은 대부분의 음성나환자들

이 기독교인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다(정근식, 2006). 2005년 설문조사에

서 한센인의 대다수인 97.5%가 기독교인(개신교: 64.9%, 가톨릭: 32.6%)인 것으

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22). 이는 한국의 나사업의 역사와 관련 있

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나사업의 주축이 한국과 외국의 기독교계였기 때문이다.

종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한센인 단체는 한국한성장로연합회(이하 한성장로회)이

다. 한성장로회는 1966년 국립소록도병원내 7개 교회 헌당식에 참석했던 정착촌

교회의 70여 장로들이 모여서 신앙교류 및 친목도모와 함께 정착촌의 신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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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 강화를 위한 상호 정보 교환은 물론 한센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2006년 현재 250여 명의 장로가 회원으로 있는 한성장로회는

종교적 모임이지만, 한센인 사회의 지위가 교회에서의 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하

기 때문에 한센인 사회에서의 발언력이 강하다. 한성협동회가 정착촌의 경제적,

정치적 사업을 담당한다면, 한성장로회는 정착촌 내부의 기독교 문화의 정착과

신앙적인 지도를 위한 사업을 담당했다(김재형, 2007: 64). 한성장로회는 나환자

들이 소록도나 정착촌 외의 다른 지역을 다니기 어려운 시기 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전국의 한센인들과 만나 소통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장소제공

역할을 했다.

한성협동회와 한성장로회는 사업의 영역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원이 상당히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성협동회와 한성장로회 등의 한센인 사

회의 단체의 회장을 소수의 한센인이 순차적으로 맡거나 겸직하기도 했다. 통치

적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의 나관리 체계 하에서 한성협동회와 한성장로회는 정

착촌의 음성나환자들이 별다른 잡음 없이 정착촌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립

을 이루고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료제를 복용하게 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 나환자 단체는 정착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나시설이나 재가의 한센

인들은 이들 단체에서 소외당했고, 국가의 지원은 정착촌에 집중되었다. 국가의

지원은 한성협동회와 같은 음성나환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한성협동회

는 그 대가로 국가를 대신해서 정착촌의 음성나환자를 강하게 통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나환자는 자신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구조에 대한 비판은 정착촌의 질서

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어 극단적일 경우 소록도로 강제송환(강송) 당하기 때문

이었다. 한편 한국의 한센인들은 기독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서

오는 울분과 서러움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려 노력했다. 이러한 한센인의 종교적

생활 역시 이들이 낙인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체제순응적인 성

향을 갖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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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한센병 문제의 해결과 격리정책의 변화

1절. 세계보건기구의 복합화학요법(MDT) 도입과

한센병 문제의 해결

1) WHO의 복합화학요법의 도입

1943년 패짓(Guy Faget) 박사가 미국 카빌 국립 나요양소(U.S. national

Leprosarium in Carville)에서 프로민(Promine)을 개발하여 보고한 이래, 1950년

대 초가 되면 디디에스제는 전세계적으로 한센병 치료제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

게 되었다. 특히 댑손(Dapsone)의 개발로 경구투약이 가능해지자 한센병 치료

는 훨씬 수월해졌고 의사가 없더라도 투약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요원과 댑손

을 공급할 체계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한센병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지게 된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댑손제로 인하여 한센병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넘치던 시기였다.348) 1963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

최된 제8차 국제나회의에서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썰폰 치료(sulfone treatment)

를 수년에 걸쳐 한다면 대다수의 환자에게서 전염성은 사라진다. 만약 세균학적

으로 양성환자의 대다수가 치료된다면 이 질병은 감소할 것”이라는데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댑손 단독요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

었지만 이 약제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음전화하는데 평균 3-5

년이 걸렸고, 나종형나 환자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둘째, 댑손은 부작

용이 심한 약제였다.349)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빈혈, 심각한 정신병, 박

리성 피부염 등이었다.350) 나반응도 치료 초기에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부작용

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댑손은 초기에 적은 양을 사용하다가 수개월에

348) Lechat, M.F., “The saga of dapsone”, pp.1-7.,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349)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3, WHO Expert Committee on Leprosy: First

report. Geneva,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71).

350) Lechat, M.F., “The saga of dapsone”, p.2.,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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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점차 그 복용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나반응 등의 댑손에 의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으나, 나종형나 환자에 있어 음전화하

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큰 문제였다. 심지어 일부 나종형나 환자에 있어

서는 댑손 치료를 10년이나 받아도 음전화가 되지 않았다.351)

코크레인(Cochrane)은 일찍이 1959년에 “대부분의 정부에서 한센병에서 내

성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항생제와 화학제제에 저항하는

한센병균(M. leprae)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지 않기는 어렵다”고 주

장한 바 있었다.352) 그의 주장처럼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댑손 내성균의 발견

이 보고되었다. 1964년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이상 주의 깊은 감시 하에서 고용

량 댑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댑손 내성균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다.353) 불규칙적인 복용, 화학요법의 중단,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증가시키는

복용법 등이 내성균의 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354) 내성균의 등장으로 점차

재발이 증가하였으며, 내성균에 의하여 감염된 신환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약

내성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부적절한 단독화학요법에 의한 2차 저항과 2

차 저항에 의하여 재발된 다른 환자에 의하여 감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1차

저항이 그것이다.355)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증가시키는 복용법은 댑손의 부작

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내성균이 발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었다. 2차 저항이 치료된 환자의 재발의 증가를 의미한다면, 1

차 저항에 의한 신환자의 증가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댑손에 대한 1차 저항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1977년이었

다.356)

1964년 말레이시아에서의 내성균 발견이 되고, 1965년 제3차 WHO 나전문위

원회 회의에서 내성균의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되었다.357) 이 회의에서는

351) 남부인도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댑손을 복용한 나종형나 환자 중 40%가 10년 이상

치료를 받아도 세균학적 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352) Lechat, M.F., “The saga of dapsone”, p.2.,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353) Pettit JHS, Rees RJW. 1964, “Sulfone resistance in leprosy. An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y”, Lancet, ii, pp.673–674.

354) Browne SG., 1968, “Some highlights of the week’s work. Chemotherapy of

leprosy: experiment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and Other

Mycobacterial Diseases, 36, pp.566–567.

355) Ji BH., 1985, “Drug resistance in leprosy – a review”, Leprosy Review, 56,

pp.265–278.

356) Pearson JMH., Haile GS, Rees RJW., 1977, “Primary dapsone resistant leprosy”,

Leprosy Review, 48, pp.129–132.

357) World Health Organization, 1966, WHO Expert Committee on Leprosy: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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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스제에 대한 약제내성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즉 약

제내성은 치료 중에 있는 매우 소수의 환자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증가시키는 복용법

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저항에 대한 보고는 전세계적으로 지속해서 등장했다.358) 그러나 1968년 제9회

국제나회에서도 댑손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용량 투약법이 지지됐

다.359) 저용량 또는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증가시키는 투약법은 1970년 제4차

WHO 나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지됐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법

이 약제내성균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더 나은 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만들어졌다.360) 한편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한센병 치료에도 사용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1962년 클로파지민(clfazimine, B663,Lamprene으로 불리기도 함)과 리미노피나

진(riminophenazine)이 한센병 치료에 사용되어 좋은 결과를 봤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361) 1967년에는 리팜피신(rifampicin)이 서라균을 통해서 연구되었는

데 댑손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2) 처음에 클로파지민과

리팜피신은 댑손에 의한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 재발, 나반응을 겪는 환자

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대체제로 사용되었다. 단독화학요법이 약재내성균의 등

장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지만, 여러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독성 때

문에 더욱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363)

한편 클로파지민과 리팜피신의 발전은 댑손 시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364) 프로민을 비롯한 디디에스제의 개발은 한센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report. Geneva,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319).

358) Sansarricq H. 1981, “Leprosy in the world today”, Leprosy Review, 52, pp.15–

31.

359) Browne SG., 1968, “Some highlights of the week’s work. Chemotherapy of

leprosy: experiment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eprosy and Other

Mycobacterial Diseases, 36, pp.566–567.

360)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0, WHO Expert Committee on Leprosy: Fourth

report. Geneva,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459).;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0, A guide to leprosy control. Geneva,: WHO의 나관리 가이드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361) Browne SG, Hogerzeil LM., 1962, “B663 in the treatment of leprosy: preliminary

report of a pilot trial”, Leprosy Review, 33, pp.6–10.

362) Rees RJ, Pearson JM, Waters MF., 1970,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ies on

rifampicin in treatment of leprosy”, British Medical Journal, 1, pp.89–92.

363) Lechat, M.F., “The saga of dapsone”, p.6,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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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독성이 강한 화학제제와 그 적절한 투약법을 환자들

에게 직접 투여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은 현재의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었으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을 것이다. 미국 한센인 운동의

지도자였던 스테인(Stanly Stein)은 프로민 치료의 첫 번째 임상시험을 묘사했

는데, 임상시험에 자원한 환자들은 처음에 회의적이다가 곧 새로운 약의 효과에

열광했다고 한다.365) 오랫동안 한센병균은 실험실에서 배양이 불가능했는데, 배

양된 한센병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제제 역시 애초에 실험실

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화학제제인 디디에스제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되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쉐퍼드(Shepard)가 환자의 피부에서 추출한 한센병균을 쥐의 발바닥에서 배양

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366) 실험실에서 한센병균의 배양이 가능해지면서 한센

병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클로파지민과 리팜피신은 디

디에스제의 개발과 다르게 실험실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개발되었다.367)

약재내성균의 등장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유존균(persistent M.

leprae)의 발견이었다. 내성균이 등장하기 전 치료된 음성환자의 재발의 원인으

로 지목되었던 것이 여전히 신체 내부에 살아남은 한센병균의 존재였다. 세균검

사에 의하여 검출되지는 않지만 생존해 있다가 댑손 치료가 중지되면 증식하여

재발을 일으키는 유존균은 증거는 없지만 한센병학자들에게 공유되어 있었던

생각이었고, 이것은 음성환자에 대한 관리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유존균은 1977

년 제5차 WHO 나전문위원회에서 확인되었다.368) 한센병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수년에 걸쳐 댑손이나 리팜피신을 적절히 사용하여 치료하여 완치된 나

364) Levy, L., “Scientific factors (1972-1981)” pp.19-24. in Chapter 1 Preparation of

the Sutdy Group on Chemotherapy of Leprosy,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365) Lechat, M.F., “The saga of dapsone”, p.1,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366) Shapard CC. 1960, “The experimental disease that follows the injection of human

leprosy bacilli into foot-pads of mice”,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112,

pp.445-454.

367) Levy, L., “Scientific factors (1972-1981)” p.20. in Chapter 1 Preparation of the

Sutdy Group on Chemotherapy of Leprosy,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368)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7, WHO Expert Committee on Leprosy: Fifth

report. Geneva, (WHO Technical Report Series), No. 607.



- 208 -

종형나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작은 수의 유존균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화학

요법으로 이 유존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그럴 경

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말타의 실험 결과는 나

종형나 환자에 있어 유존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발의 문제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369) 오랫동안 한센병전문가, 특히 세균학자들이 걱정

했던 유존균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증명됐지만, 연구 결과는 적절히 치료만

하면 유존균에 의한 재발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밝혀냈다. 재발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는 댑손에 대한 약제내성균의 등장이었던 것이

다. 약제내성균은 그동안의 한센병 관리 노력을 완전히 무너트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77년 제5차 WHO 나전문위원회는 댑손 저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화학제제를 병용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화학제

제를 병용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었

다. 그러나 댑손 저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실험의 시급한 필

요성이 있었다.370) WHO와 다른 한센병 관련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 사사카와

기념 재단(Sasakawa Memorial Health Founda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nti-Leprosy Associations(ILEP, previously European Federation of

Anti-Leprosy Associations(ELEP))이 지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복합화학요법에 사용될 치료제는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댑손이 선택되었고, 티

오아마이드(Thioamides) 등이교환가능한 약제로 연구되었다. 특히 이들 약제들

의 적절한 배합량을 결정하고, 독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는 1979년 3월 나종형나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을 수행하도록 결정되었다. THELEP에 의하여 진행된 이 임상시험은

인도 남부의 카리기리(Karigiri)와 포람바캄(Polambakkam)에서 1982년 각각 진

행되었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실험의 제대로된 결과는 최소 2년에서 5년은 걸려야만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리팜피신에 대한 내성균의

등장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970년대 중반 리팜피신은 가장 강력한 한센병 치료

제로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리팜피신은 그 부작용 때문에 감

독 하에 복용해야하기도 했고 가격도 비싼 약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더 큰 문

369) H. Sansarrcq., “Chapter 2. The Study Group”, p.31,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370)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0, Report of the third meeting of the Scientific

Working Group (SWG) on the Chemotherapy of leprosy (THELEP). Geneva,

(documentTDR/THELEP-SWG/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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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형

내용

다균나

(multibacillary leprosy)

희균나

(paucibacillary leprosy)

표준권고용법

기간: 최소한 2년, 가능하다면

음성이 될 때까지

리팜피신: 감독 하에 매달

1회 600mg씩

댑손: 매일 100mg씩, 자기투약

클로파지민: 감독하에 매달

1회 300mg씩, 그리고 매일

50mg 자기투약

리팜피신: 6개월 간 매달

1회 600mg씩

댑손: 6개월 간 매일

100mg씩

표 11. WHO MDT 권고 사항 (1982년)

제는 단독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내성균이 등장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이 내성균의 등장의 위험성은 일선의 의료요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리

팜피신 단독요법으로 인한 내성균 등장 가능성 때문에 WHO는 병용요법에 대

한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1980년 WHO 동남아시아 지역 회의에서, 그리고 1981년 WHO 태평양지역 회

의에서는 병용요법(Multidrug Therapy)의 시급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

렸다. 1981년 WHO는 THELEP과 협력하여 한센병 통제 프로그램을 위한 화학

요법에 관한 연구 집단(Study Group on Chemotherapy of Leprosy for Control

Progrmmes) 회의를 개최했다.371)

이 회의에서 논의 끝에 MDT가 포함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채택된

MDT 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채택 즉

시 출판되어 전세계에 배포되었지만, WHO 총회에서는 1982년 5월 17일 승인받

았고, 공식적으로 WHO의 MDT 권고는 이날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한센병학자들과 한센병 사업 종사자들은 디디에스제 치료로 음전화

된 음성환자들의 재발의 위험에 대해서 오랫동안 걱정해왔다. 디디에스제에 대

한 내성균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 이들은 재발의 이유로 음전화 이후 세균검사

에도 검출되지 않고 여전히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센병균을 지목했다. 이러한

371) H. Sansarrcq., “Chapter 2. The Study Group”, p35.,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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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동태

시설
음성 양성 재발 계

재가환자
8,432 890 154

9,352
90.5% 9.5% 1.6%

시설환자
4,829 2,097 84

6,956
69.7% 30.8% 1.2%

표 12. 재가 및 시설환자 균동태표(1962-1966년 9월)

생각은 유존균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세균학자들 사이에서 존재했고,

디디에스제로 인한 완치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과 의사들은 이들

을 여전히 “음성환자”로 분류하고 관리를 지속했다. 한편 10년 이상 디디에스제

를 투여해도 나종형나 환자 중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이들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를 환자들이 제대로 디디에스제를 복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평균 3-5년에서 많게는 10년도 걸리는 치료기간 동안 환자 개

인이 규정대로 제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때문에 소록도

에서는 의료요원 등이 약의 복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디디에스제로 치료된 환자의 재발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은 것은 아니

었다. 다음 표는 1962년부터 1966년 9월 사이의 음성환자, 양성환자, 그리고 재

발환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위 표에 의하면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음성환자 6,926명 중 재발된 환자는 총

84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고, 정착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음성환자 중 재

발된 환자는 총 154명으로 전체의 1.6%였다. 로드리게즈(Rodrigez)는 1958년 필

리핀에서 음성환자 중 4.4%에서 재발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브라운

(Browne)은 1965년 동부 나이지리아에서 음성환자 중 6%의 재발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때문에 한국의 음성환자 관리 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잘 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372) 한국나병연구원의 김도일 원장도 1981년

논문에서 1976년까지 재발에 대한 보고가 별로 없었으며, 1977년 나학회에서 처

음으로 재발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적고 있다.373) 실제로 1970년 나관리세미나에

서도 1973년도 「나병관리사업지침」에도 재발 관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372) 오중근, 유준, 1970, 「한국 나병의 관리 및 추세」, 『대한나학회지』 7(1),

pp.1-28.

373) 김도일, 1981, 「한국에서의 DDS 저항나」, 『Scientia Lepro』, 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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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낮은 재발율은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다. 김도일 원장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음성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76년에는 309명 중 34명(11.0%)가 재발환자였고, 1977년에는 344명중 43명

(12.5%)가 재발환자였다고 기록했다. 한편 대구시 사설나기관에서 1977년에 보

고한 바에 따르면 음성환자 186명 중 17명(9.1%)이 재발환자였고, 1979년 한국

나병연구원에서 정착환자, 재가환자 및 입원환자 중 무작위로 선택한 1,256명의

음성환자 중 121명(9.6%)의 재발환자가 발견되었다.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960

년대 중반 재발율이 불과 1.2-1.6%에 불과했던 것이, 1976년과 1979년 사이에

재발율이 무려 9.1%-12.5%로 거의 10%가량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화학제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센병의 재발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에게 일찍부터 지적되었지만, 재발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디디에스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종형나 환자중 적지 않

은 비율이 음전화되지 않는 문제가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 소록도병원의 경우

1974년에는 소록도병원의 전체 환자 중 425명(12.3%)가 여전히 양성환자였다.

그리고 15년 이상 디디에스제를 투약해도 음전화되지 않는 양성환자는 32명

(0.09%)이나 있었다. 또한 디디에스제 치료에 의하여 균음전화가 되는 시기는

평균 3-5년이었으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그 기간 역시 증가했다.374)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은 디디에스제 분배와 투약의 관리를 더

욱 철저히 했다. 각 마을의 담당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인력이 직접 마을에 나가

양성환자에게 일대일로 투약했다. 그러나 1974년까지 투약량을 여전히 저용량에

서 고용량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댑손 복용방법을 사용했다. 즉 댑손을 처

음 복용하는 양성환자에게는 10mg을 시작으로 매주 10mg씩 증량하여 최고

300mg까지 투약했고, 음성환자에게는 매주 100mg씩 지속적으로 투약했다.375)

댑손 복용시 이상이 관찰되거나 자각한 환자들은 해당 과에서 진찰을 받고 나

반응으로 판단될 때에는 복용을 일시 중단하고 시바(Ciba-1906)나 리팜피신, 람

프렌(Lamprene, 클로파지만 대체제)으로 치료를 대체했다.

소록도병원에서는 1974년경에 리팜피신이 처음 들어와 사용된 것으로 보이

고, 람프렌과 이소프로디안(isoprodian)은 1976년경부터 사용됐다. 리팜피신이나

람프렌은 고가의 치료제였기 때문에 병원예산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두 약제는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로부터 전략 기증받아 사용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소록도병원은 이 두 약제의 사용을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로부터

기증받은 것에 온전히 의존해야 했다. 예를 들어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리팜피신

374) 국립나병원, 1974, 『연보』.

375) 국립나병원, 1974,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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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DDS CIBA-1906 RIPAMPICIN LAMPRENE ISOPRODIAN COMBINED

1974 666,660 41,756 11,401

1975 548,507 20,245 11,725

1976 160,883 25,622 25,992 9,881 690 4,245

1977 169,512 26,550 4,634 19,016 1,010

표 13. 소록도병원 주치약 소비현황(1974-1977년 / 단위: 정)

출처: 국립나병원, 1974-1977, 『연보』.

이나 람프렌 처방을 내려주면, 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

리아 출신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본관에 위치한 아동실 내 “약국”에 가야했다고

한다. 이 약국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환자들이

약을 먹는지 직접 확인했다.376) 다음 표는 1974년부터 1977년 사이에 소록도병

원의 한센병치료제 소비현황이다.

위 표에 따르면 1974년부터 리팜피신이 사용되며 1976년에는 람프렌과 이소프

로디안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주목할 점은 1976년에 한차례 “combined”라는

항목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는 2개 이상의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병용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76년에 소록도병원에서 병용요법을 사용했다면 이는

1977년의 WHO 나전문위원회에서 병용요법을 권고하기 1년 전에 소록도병원에

서는 병용요법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7년 WHO 나전문위원회의 병용요법 권고가 있자, 그 이듬해인 1978년 9

월 9일 보건사회부는 나관리세미나를 개최하고 병용요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

기로 결정했다.377) 다음은 1978년 나관리세미나에서 채택된 병용요법의 내용이

다.

376) 국립소록도병원, 2017a,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

편』, pp. 125-126.

377) 국립나병원, 1978,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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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자 DDS 단독치료환자
DDS 저항환자

(원발성 및 속발성)

나종양형

DDS 매일 100㎎ 장기간

Rifampicin 1200㎎ 1회

나종양나(음성, 양성)

DDS 매일 100㎎(증량)

장기간

Rifampicin 1200㎎ 1회

Clofazimine 매일 100㎎

3개월, 그후 100㎎ 주3

회 장기간

Rifampicin 600㎎ 3주간

비나종양형

DDS 매일 50㎎ 장기간

비나종양형

DDS 매일 50㎎ 장기간

Clofazimine 100㎎

주3회 장기간

Rifampicin 600㎎ 3주간

기타: Thiacetazone,

Ethionamide 등

표 14. 1978년 나관리세미나 채택 병용요법

출처: 보건사회부, 1978 나관리세미나.

1978년의 병용요법은 1982년 WHO의 MDT 권고사항과 크게 다르다. 이는 처음

병용요법을 채택한 한국의 경우 참고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78)

보건당국과 소록도병원은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복약방식을 매년 조금씩

수정했다.

한편 1976년부터 소록도병원은 댑손의 사용방법을 수정했다.379) 국내에서는

아직 음성환자의 재발문제가 크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댑손에 대한 내성균의 출

현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소록도병원의

댑손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변했다. 첫째, 이전에는 댑손의 독성으로 인한 부

작용을 피하기 위해 소량을 투여하고 점차 증량해 나갔으나, 이제는 댑손을 발

병초기부터 최대용량을 투여했다. 댑손의 최대용량은 1주일에 6~10㎎/kg이므로

60kg 성인의 1일 용량은 50~100㎎가 된다. 이전에는 최대용량의 투약으로 말소

신경 손상 등 역반응을 우려했지만, 일단 최대용량을 투약하고 만약 나반응이

나타나는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입원 조치 후 적절한 치료를 했다. 둘째, 가

능한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댑손의 단독요법보다 살아있는 한센병

균을 빨리 감소시켜 치료기간을 단축시킨다. 복합된 약제는 라팜피신과 크로파

지민이며, 기타 치아세타존, 에치온아마이드 등도 사용되었다. 셋째, 환자가 반

드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지도·관리한다. 세균학적으로 한센병균은 정

378) 김세종, 정성덕, 유준, 1978, 「Rifampicin에 의한 나종양나환자의 치료」, 『대한나

학회지』, 11(1).

379) 국립나병원, 1978,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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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증식을 예방해야

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원칙들은 1977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한센병 치료법이 다각화되었고,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의 연구자와 의사들은 다양한 방법

들을 시도했다. 소록도병원의 경우는 1976년경부터 매년 표준 치료법을 변경했

다. 환자 분류법에 있어서도 기존에 양성환자와 음성환자로 분류했던 것에서 여

기에 나반응환자와 재발환자의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관리하고 기록했고, 각 범

주의 환자마다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뤄진 급격한 치

료방법의 변화가 실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기존의 익

숙한 치료법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이렇게 매년 급격히 변화하는 치료법을 받아

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치료법

이 실제로 적용되었는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러한 병용요법들의 변화는 보건

당국과 소록도병원에서 기존의 댑손 단독요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치

료법의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특이한 점은 보건당국에서 채택한 치료법과 소록도병원에서 사용한

치료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록도병원과 보건당국이 각자 자체

적으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

내 한센병관리 종사자들의 변화 노력 덕분에 1982년 WHO에서 MDT를 권고하

자마자 한국 보건당국과 소록도병원은 이 권고안을 신속히 받아들였다.380) 그러

나 모든 국가가 WHO의 MDT 권고를 빠르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브라질

의 보건당국은 WHO의 MDT 권고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독

성, 내성균, 유존균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도입을

늦췄다.381)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록도병원은 1983년, 나관리협회는 1985년에

WHO의 MDT 권고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변용하여 받아들여 사용했다.

380) 국립소록도병원, 2017a,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의료

편』, pp. 128.

381) V. Andrade., “Chapter 4. The role of countries”, p.69, 2004, Multidrug therapy

against lepros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past 25 year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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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센병환자의 급감과 한센병 문제의 해결

디디에스제의 도입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한센병 양성환자 수는 1983

년 WHO의 MDT권고를 받아들여 시작한 이래 더욱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

며, 재발환자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MDT의 이론적 근거

는 내성균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다.382) 다균나 환자는 체내에 1조 내지 10조의

한센병균이 존재하는데, 이중 1%, 즉 10⁹~10¹⁰이 살아 있는 생균이다. 댑손제를

복용했을 때 내성균의 가능성은 1백만 한센병균 마리 중 1마리이고, 리팜피신을

복용했을 때 내성균의 가능성은 1천만 한센병균 마리 중 1마리이다. 그러나 댑

손과 리팜피신 또는 리팜피신과 클로파지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

능성이 더욱 급격히 줄어들어 100조 한센병균 마리 중 1마리에서 내성균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개의 한센병 치료제를 동시에 병용해서 사용할 경

우 다균나의 경우 한센병균 수는 10조(10¹²)이기 때문에 내성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WHO가 권고하는 MDT 치료법에 따라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그리고 댑손 세 가지의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내성균 발생 가능성

은 1/10¹⁹에 불가하다. 즉 WHO의 MDT 요법의 도입 이후 이론상으로는 재발

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MDT를 사용할 경우 이론상 내성

균의 발생으로 인한 재발의 발생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MDT는 충분한 연구

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WHO에서 권고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했

다. 유존균에 대한 효과나 MDT의 독성이 추후 연구 대상이 되었고, 일부 전문

가들은 여전히 내성균의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았다.

다음은 1974년부터 1994년 사이의 소록도병원에서의 음전화된 양성환자에서

음성환자로 판정된 수와 음성환자에서 양성환자로 판정된 환자, 즉 재발환자 수

를 나타낸 표이다.

382) 채규태, 2000, 「한국 한센병 대책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략」, 『대한나학

회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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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양성자수

양성에서 음

성화 된 수
% 음성자수

음성에서 양

성화 된 수
%

1974 425 57 0.16 3,355 24 0.06

1975 434 28 0.82 2,912 10 0.29

1976 415 16 0.50 2,792 9 0.28

1977 409 53 12.9 2,715 12 0.4

1978 381 39 10.0 2,659 9 0.3

1980 349 11 3.17 2,476 2 0.085

1981 347 27 8.2 2,343 5 0.2

1982 317 20 5.9 2,157 1 0.04

1983 296 12 4.1 2,051

1984 203 72 35 2,037 1 0.05

1985 145 38 26 1,944

1986 99 37 37.3 1,885 -

1987 88 26 29.5 1,784 5 0.28

1988 76 12 15.7 1,669 2 0.11

1989 57 4 7.0 1,553 1 0.00

1990 49 9 18.4 1,435 1 0.07

1991 49 6 12.2 1,364 2 0.14

1992 40 3 7.5 1,275 0.00

1993 29 7 24.1 1,193

1994 28 1,117

표15. 소록도병원 연도별 변성자 동태 (1974-1994)
출처: 국립소록도병원, 1974-1994, 『연보』에서 재구성

위 표에 의하면 소록도병원에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년간 평균 음전환

율은 0.49%에 불과했다. 그러나 병용치료를 시작한 1977년부터 이미 음전환율

은 이전과 비교할 수 정도 없이 높아지게 된다. 1977년 음전환율은 무려 12.9%

에 달했다. 1977년부터 1983년까지 7년간 평균 음전환율은 평균 6.32%에 이른

다. 그러나 MDT를 받아들인 1983년 이후 1984년부터 음전화율은 더욱 높아져

1984년 음전환율은 35%로 급격히 치솟았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평균 음전

환율은 25.56%에 달했다. 소록도병원내 양성환자 수 역시 1974년 425명에 달하

던 것이 1994년에는 28명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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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소록도병원 연도별 음전환율 및 재발율 추이 (1974-1994년)

출처: 국립소록도병원, 1974-1994, 『연보』에서 재구성

소록도병원의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재발율의 경우도 MDT의 도입은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 후

반 한국의 재발환자 발생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1976년 서울

거주 음성환자, 1977년 대구시 사설나기관, 1979년 전국 조사에서 재발율은

9.1%~12.5%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1960년대 중반 재발율이 시설

에서는 1.2%, 정착촌 등에서는 1.6%에 불과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 재발율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소록도병원에서는 재발

율이 크게 높지 않았으며, 심지어 1960년대 중반 재발율보다 낮는 것으로 관찰

된다. 이는 소록도병원에서 음성환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소록도병원에서 1974년 재발율은 0.06%에 불과했

고 1975년과 1976년에는 조금 높아졌지만 각각 0.29%, 0.28%에 불과했다. 재발

율은 1977년과 1978년 0.4~0.3%로 다소 높아졌지만 1980년 다시 0.08%로 낮아

졌고, 1982년에는 더욱 낮아져 0.04%가 되었다. MDT가 도입된 1983년에는 재

발이 관찰되지 않았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연속적으로 재발이 관찰되지

않았다.

위 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소록도병원에서 MDT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발의 감소 또는 예방에 효과가 발생했지만, 더 큰 효과는 양성환자에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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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체등록환자 대비 양성환자 비율 (1975~1999년)

출처: 보건복지부, 2000, 『한센병관리사업지침』.

환자로의 음전환율에서 나타났다. 즉 1970년대 후반 이후 증가가 관찰되기 시작

한 재발율은 병용요법을 사용하면서 주춤하다가 MDT 사용이후 급감했지만, 소

록도병원에서는 음성환자에 대한 관리 역시 철저했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나 감

소폭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지 모르는 재발의 급증은

MDT 덕분에 예방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장기간의 댑손 단독 치료

에도 불구하고 음전화되지 않는 양성환자의 경우 병용요법의 도입과 이후

MDT의 도입으로 그 수가 급감한 것으로 관찰된다. 소록도병원에 거주하는 양

성환자는 정착촌 등에 거주하는 재가환자 보다 더욱 철저하게 복약지도 등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소록도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음전화가 되

지 않는 양성환자는 불규칙한 복용 때문이 아니라 치료제 자체가 듣지 않은 경

우가 더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MDT 도입은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

고 음전화가 되지 않는 양성환자들의 수를 급감시키는 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MDT의 도입으로 음전환율은 급증하고, 재발율의 증가가 중지 되는

등 MDT 도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 등록환자 대비 양성환자 비중도 MDT 도입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다

음 표는 1975년부터 1999년 까지의 전체 등록환자 대비 양성환자 비율(양성율)

을 보여주는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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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개시è MDT 종결è 요관찰종결è 퇴록è

한센등록자

요치료자(MDT) 요관찰자(재발관리)
요보호

자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MB PB MB PB

신환자

재발자

재등록

처방
표준

처방

표준

처방

표준

처방

표준

처방

재발예방투약

⓵ DDS지속투약

⓶ RMP, Min, Ofl

등 복합제 5일/년

기간

설정

없음

규칙도 2/3이상 2/3이상 100% 100% 년 1회 검진

기간
균음전

시까지

활동성

증상소

실까지

(2년)

2년 6개월 10년

전체 등록환자 수는 양성환자와 음성환자를 합한 수이다. 양성율은 1975년과

1980년 사이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발환자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을 것이다. 증가하던 양성율은 1983년 MDT의 도입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10.4%였던 것이 1999년에 이르면 2.8%까지 감소하

게 되었다. 양성환자 수의 감소로 유병율은 급속히 낮아졌고 국제나회의는 1992

년 서울총회에서 한국에서 한센병은 종료(elimination)되었다고 선언했다. 전염

병의 종료란 유병율이 만명 당 한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MDT의

도입으로 인하여 댑손 단독 치료로 음전환이 어렵던 양성환자까지 치료가 가능

해지고, 재발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전체 양성환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1992년

에 이르면 한국에서 종료되게 된 것이다.383)

한편 이러한 성과 뒤에는 단순히 MDT 도입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건당

국 등은 MDT 적용 및 등록환자 관리를 매우 철저히 했다. 국립보건원에서 발

간한 『2000년 한센병관리사업지침』에 나와 있는 MDT 치료법은 국내 한센병

관리의 철저함을 보여준다.

383) WHO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세계 한센병의 종결을 선언했다. 채규태, 2004, 「한

센병 서비스 유지를 위한 WHO 전략회의 참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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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 단독

장기치료자
⇒

* 마무리치료실시

* (마무리치료가

불필요한 자) ⇒

* MB 5년, PB

2년 관찰기간 설정

가능

* (10년간 재발증후

가 없는 자) ⇒

한센병 전문

기관별

MDT 종료자

⇒

* MB, PB 10년

관찰기간 설정가능

* (10년간 재발증후

가 없는 자) ⇒

표16. 치료종결과 구분관리(요치료→요관찰→요보호→퇴록) 흐름도
출처: 보건복지부, 2000, 『한센병관리사업지침』.

위 표는 한센병으로 진단 받게 된 이후 환자가 받게 될 국가의 관리 과정 흐름

과 내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센병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즉시 한센

등록자가 되고 요치료자로 분류된다. 병형에 따라 주치료를 받게 되는데 다균나

(MB)의 경우 균음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희균나(PB)의 경우는 2년 또

는 활동성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주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치료가 끝나면 마무

리 치료를 다시 받게 되는데 다균나의 경우 2년, 희균나의 경우는 6개월이 걸린

다. 여기까지 표준처방에 따라 절절히 치료를 받게 되면 MDT가 종결되고, 이

환자는 요관찰자로 분류된다. 요관찰자는 병형에 관계없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투약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이 10년이다. 10년의 재발관리 기간이 끝나면 요관

찰이 종결되며 요보호자로 구분되게 된다.

한 한센병환자가 한센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퇴록까지 최소 14년여 기간

이 걸리는 것이다. 다균나의 경우 MDT는 평균 4년, 희균나의 경우는 2년 반의

기간이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는 10년이 걸린다. 또한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그리고 퇴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한센병치료종결심의협회의

회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심의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다. 종결심의협의

회는 다시 중앙심의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구분되는데,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

인과 당연직인 국립보건원 방역과장, 국립소록도원장, 나협연구원장, 대한나학회

장, 한성협동회대표, 지역협의회 위원장 3인)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은 국립보건원 감염진활부장이 된다. 지역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위원장 1인과 6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한나학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기계적으로 기간

에 따라 각 기간의 종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건들을 갖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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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만 종료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MDT 종결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

다.

* 임상증상의 정지 확인: 피부병소의 세심한 관찰, 특히 말초신경의 병변 등

에 유의하여 담당의사의 설명이 필요

* 조직, 세균, 면역 등에 관한 검사 소견 확인: Skin Smear에 대한 세균검

사, lepromin 검사, biopsy(권장), ELISA 검사(권장)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정하여 퇴록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러

한 철저한 관리에 의하여 한국은 한센병이 종결되게 되었고 현재는 신환자가

극소수 발생하게 되었다.

MDT의 도입과 실행 결과 한센병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다음 표는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신규 한센사업대상자

및 신규 활동성환자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384) 신규 활동성환자는 2005년

15명이던 것에서 2017년에는 3명으로 12년간 80%가 감소했다. 이는 한센병 치

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84)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대 들어와 한센사업과 관련된 용어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

존의 양성, 음성환자 또는 전염성, 비전염성환자 구분을 없애고, 활동성환자와 비활동

성환자로 구분했다. 활동성환자는 음성이어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까지 포함하는

환자를 말한다. 이는 사업대상자의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센사

업대상자는 등록된 모든 한센인으로 이들은 정부의 한센사업의 관리와 혜택을 받는

다.



- 222 -

그림 18. 신규한센사업대상자 및 신규 활동성환자 수 변화(2005-2017년)

출처: 질병관리본부, 한센기초자료 (2005년-2017년)

2절. 한센인 격리 공간의 성격 변화

1) 전염병 관리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

한국의 한센병은 MDT 등의 도입과 엄격한 한센인 관리제도를 통하여 점차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신환자의 감소로 인하여 점차 한센인 수는 감

소하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기존의 한센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기 시작했고, 2005

년에 이르면 전체 등록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66.51세가 되었고, 2017년에 이르

면 75.9세에 다다르게 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8: 23). 이러한 전체 한센인의 고

령화 현상은 소록도병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록도병원 역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자 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한센병 치료제의 개

발, 수용제도의 개선, 정착촌 사업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였다. 환자 수용인

원의 감소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소록도 재원 한센인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에 이르면 소록도 재원 한센인의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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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한센사업대상자 평균연령 및 70세 이상 대상자 비율 변화 (2005-2017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8, p.23.

74세에 달하게 되었으며, 전체 재원 한센인 558명 중 65세 이상은 462명(82.8%)

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생활조력이 필요한 한센인은 363명으로 전체 환자의

65.1%를 차지한다. 이러한 재원 한센인의 급격한 고령화는 소록도의 성격의 변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소록도병원은 운영과 치료에 있어 이러한 재원 한

센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국립소록도병원, 2017b: 245).

다음은 등록된 한센인의 평균연령 및 70세 이상 한센인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신환자의 급감과 한센인의 고령화라는 변화에 따라 정부의 한센병관리사업

은 2005년도에 변화하게 되었다. 2004년까지 정부 한센병관리사업의 목표는 “한

센병환자를 조기발견·치료하여 한센병의 전파방지와 유병률을 감소시킴과 동시

에 한센병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의·무탁한 한센병양로자 및 한센병장애인

등을 시설에 보호·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함에”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 변경된 한센병관리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한센병환자의 조기 발

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력자의 등록관리를

통한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복기 도

모”한다. 즉, 정부의 한센병관리 사업의 목표가 2005년에 이르면 재활치료,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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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한센인들의 복지향상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정부의 한센병관리사업의 변화는 한센인 시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즉 기존

의 한센병 완치와 한센병환자의 격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한센인 격리 시설의

성격이 노인복지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한센

인 수용 시설인 국립소록도병원 역시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록도병원

의 치료의 성격 역시 기존의 한센병 치료 중심에서 일반 고령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존의 내

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에서는 한센병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초점

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에 중증의 한센병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는

이제 중증 만성질환, 치매, 정신질환 및 중증의 노인질환을 갖고 있는 한센인들

이 입원해 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물리

치료실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방과가 2005년에 신설

되면서 침, 뜸, 부황 등 일반 사회의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방 치료를 한센

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립소록도병원, 2017a: 232).

소록도병원 등의 한센인 시설의 성격이 노인복지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간호나 복지 업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센인 시설에 있는 한센인들은 질

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중증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 및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의 한센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치료병동까지 이동하는 것

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방문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복의 집이라고

불리는 노인재활병동에서는 고령의 한센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돌보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불편한 고령 한센인에게 있어서

도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5병동에서는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소록도병원은 기존의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한센병환자 격리시설에서 현재는 고령의 한센인의 생활복지를 제공하는 전문복

지시설로 그 성격이 변화했다.

2) 정착촌의 변화와 해체

일반적으로 한센인들은 정착촌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고, 이는 다

른 국가의 한센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 한센인 집단이 1980년대 축산업으로 높은 경제적 소득을 구가할 수

있었을 지라도 다른 농촌의 거주환경에 비교했을 때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축산업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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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던 한센인 정착촌은 1980년대 말 시장개방 등으로 축

산농가가 점차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하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경제적으

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물론 인근에 도시가 있는 정착촌들은 가구공장 등의 임

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함으로써 살아 남았지만, 농촌의 정착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정근식, 2006).

한센인 정착촌은 일종의 특수지역으로 간주되어 무허가 건축물과 시설에 대

한 단속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정착촌의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유

이자 동시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특수한 경로에 의하여 형

성된 정착촌들은 초기에 토지와 건물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법적 요건들을 갖추

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

았고, 주택 및 축산시설 역시 무허가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정착촌에서는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환경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생문제가 심각했다(질병관리본부, 2017). 특히 정착촌 내 축사와 주택은 구분이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졌기 때문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악

취나 파리 등 벌레들은 정착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더군다나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정착촌의 해체 과정

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센인의 고령화와 더불어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도시 인근의 한센인 정착촌은 환경상의 문제로 해체의 압력을 받기 시

작했다. 그동안 정착촌을 해체하고 이주해간 한센인 정착촌도 몇 곳이 존재하지

만, 대부분의 정착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주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센인 정착촌의 생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즉 이주와 개발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굳이 무허가로 쓰러져가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무허가 건물들은 보수나 리모델

링하는데 관련 관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붕괴나 환경상의 문

제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착촌은 축산농가의 쇠퇴와 고령화로 인하여 빈 축사가 방

치되어 언제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가구공장 등이 들어가

있는 정착촌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공

장이 들어선 건물들 역시 언제라도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아

래 사진들은 2017년 정착촌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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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헌인마을(서울특별시) 전경

사진 왼쪽 위와 아래: 무허가 가구공장

사진 오른쪽 위: 마을 전경

사진 오른쪽 아래: 공장들 사이에 있는 주택

헌인농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1990년대

축산업에서 가구공장 임대업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 했으나, 이 역시 시간이 지

나고 건물의 낙후 및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에 해체의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에

서와 같이 관리나 보수가 오랫동안 안되어 곧 무너질 것 같은 무허가 건물들에

여전히 가구공장들이 들어가 운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구공장과 거주지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오염물질에 한센인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을 둘러싼 이권 문제와 투기 세

력 등과의 갈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주 압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재개발과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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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삼애마을 전경 (2017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한센병관리개선방안마련』, p.71.

사진2는 경북 김천의 삼애마을의 2017년의 모습이다. 삼애마을은 설립 당시

김천시의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김천시의 신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현재

는 신도시 내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환경 및 지역개발 등의 문제로 인근 주

민들의 이주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역시 이주 과정에서 개발 업

체 등의 부도 등의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데, 사용이 중지된 축사 등이

현재 붕괴 중에 있다. 축사 등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와 석면 등의 오염물

질, 그리고 붕괴의 위험에 한센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래의 사진 3 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덕촌마을로 이곳은 1990년대 축산

업을 포기하고 공장임대업으로 전환했다. 현재도 주민들은 공장임대업으로 생계

를 꾸려 나가고 있는데, 역시 무허가 건물들의 문제로 인하여 비슷한 상황이 발

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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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덕촌마을 전경 (2017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한센병관리개선방안마련』, p.74.

3절. 한센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1) 식민지 한센병환자 강제격리에 대한 대일본 보상청구 소송

한국에서의 한센인들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 거의 잊힌 존재가 되었다. 1990

년대 한센인들의 중심으로 한센인 인권 회복 운동 등이 있었으나 사회적 반향

을 얻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인 인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한센

인 사회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센인의 인권문제

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4년 8월 23일 한국의 한센인권변호단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식민지기 소록도갱생원(소록도자혜위원)에 강제격리 당한 한

국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일본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

하면서 부터다. 이 소송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한센인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일본은 1907년에 「나예방에 관한 건」이 제정되면서 부랑나환자에 대한 강

제격리가 시작되었고, 1931년에는 「나예방법」으로 개정하면서 모든 나환자에

대하여 강제격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에도 강제격리를 폐지하는 국

제적인 흐름과 반대로 일본은 1990년대까지 강제격리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1994년 전국국립한센병요양소소장연맹 총회에서 나예방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후 일본의 한센인 단체인 전국환자협의회(이하 전환협)에

서 전문가 단체의 나에방법 폐지 요구 주장을 지지하면서 나예방법 폐지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후생성은 「나예방법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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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써 1996년 나예방법이 폐지되게 되었다. 나예방법이 폐지된지 2년이 지

난 1998년에 규슈의 혜풍원과 경애원 입소자 13명이 나예방법의 위헌성 및 국

가의 강제격리정책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위헌국가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 11일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고, 이 판결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을 결정했다(「らい豫防法」 違憲國家賠償請求事件判決文, 평성11년 제383호).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항소포기 결정을 발표했

고, 이에 따라 일본의회는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평성13년 6월 22일 법률 제63호(이하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이 보

상법은 시기를 막론하고 일본에 있는 모든 나요양소에 입소한 적이 있는 사람

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일본의 변호단은 2003년 12월 25일

식민지기 조선의 소록도갱생원(소록도자혜의원)에 수용되었던 한센인에 대하여

일본 후생성을 상대로 보상법에 근거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보상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4년 8월 16일 한국의 한센인들이 일본의 보상법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한 일본변

호단은 2004년 2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한센인의 피해

보상청구소송을 협의했다(德田靖之, 2016: 261-263). 그리고 보상법 부지급 결정

에 따라 2004년 8월 23일 일본과 한국의 변호단은 소록도에 수용되었던 한센인

117명의 보상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일본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하기에 이른

다.

이 소송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일본과의

식민지 과거사 문제와 연결되어 다루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센인이 한

국에서 겪었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

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용역사업으로 전국단위

의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로는 처음으로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한센인을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다루

었다. 그 결과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굴되고 정리되었고, 이 조사

결과는 이후에 한센인 특별법 제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조

사 보고서를 근거로 2005년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국가기관의 장으로는 처음으로 소록도 거주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이 소송의 결과는 2005년 10월 25일에 나왔는데, 소록도갱생원 건은 패

소, 대만 낙생원 소송은 승소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판결 즉시

일본변호단과 시민단체들은 행동에 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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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그 결과 2005년 11월 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

외의 요양소에 입소했던 사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고, 2006년 2월 3일에 식민지 및 점령지 요양소에 격리되었던 사람들에게

도 보상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0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590명의 식민지기 소록도에 격리도었던 한센인들이 피해보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송은 한센인 사회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회에 목

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소송 과정 중에 한센인 단체인 한빛복지

협회(전 한성협동회) 역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전까지 경제적 자립과 선도사

업에 집중했던 한센인 단체가 사회를 향해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크나큰 발전이었다. 많은 한센인들이 오랫동안 일반인과의 접촉을

기피했으나, 소송 과정 중에는 여러 언론 매체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미국인 정치학자인 실레스트 박사(Arrington Celeste, 2016)는 한국의 한센

인들이 스스로를 피해자화(victimization)했다고 평했다. 또한 한센인 단체는 오

랫동안 국가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위치에 있다가, 소송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일대일의 연대의 관계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센인들이 사

회와 접촉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 한빛복지협회 회장이었던 정○○씨는 자신

이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종교단체에서 자신이 한센인임을 처음으로 커밍아

웃하기도 했다. 즉 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센인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주체적으로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2)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한계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후하여 한국에서도 한국의 한센인에 대한 국가

와 사회가 저지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

성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5년 9월 16일 17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당시 열

린우리당 의원)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센피해자법)」을 발의했다. 이 법률은 국회와 사회에서 여러 차

례 토론을 거쳐 2009년 9월 20일 통과되었고 같은 해 10월 17일에 정부에 의해

법률 제8644호로 공포되었다. 이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한센인 피

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를 두

도록 했고(제3조). 이 진상규명위는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해야 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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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평

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

행해야 했다(제8조). 셋째,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과 이중 지급을 금지했다(제9조).

이 한센피해자법은 국가가 한센인에 대한 오랜 기간의 차별을 조사하여 인

정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처음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본과 대만의 비슷한 법과 비교해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 법이었다.

일본과 대만의 한센보상법은 한센인이 국가에 의하여 일정기간 강제격리되었다

는 사실 자체만 인정되면 법에 의하여 일괄 보상하도록되어 있는 반면 한센보

상법은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 인정받는 소수의 사건 피해자에게만 생활 지원

을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한센인 피해자들이 스스

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더 큰 문제는 한

센인 피해를 국가가 한센인 격리폭력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으로 축소함으로

써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차별 받았던 한센인 피해 사건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3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가 사라진 것처럼 이해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양성나환자와 부랑음성나환

자, 그리고 음성나환자 중에서도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와 외모의 변형이

심한 자들은 계속 강제격리 당했다. 또한 많은 음성나환자들이 사회복귀 시에

음성나환자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낙인과 차별이 강화되면서 또

다른 차별에 노출되었고, 나환자촌 내부에서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한센인 단체

에 의하여 또 다른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만약 이러한 내부 질서에 따르지 않

는다면 언제라도 소록도로 강제로 이송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외에도 한

센인 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분리 양육 및 격리 역시 피해사건이지만, 대상자를

한센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 등

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센피해자법에서 피해사건에서 제외된 강제격리, 한센인 자녀의 분리 양육

및 격리 문제는 명백한 국가나 사회의 물리적인 폭력과 같은 피해와는 성격이

다른 의료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여겨졌다. 즉 의료적 목적에 의하여 이

루어진 강제격리와 환자자녀 관리 그리고 단종수술은 인권침해로 인정되지 않

고, 법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 국가의 정당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정

된 것이다. 또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 역시 국가의 정책적 실책,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 과정 중에 발생한 한센인 낙인과 차별의 강화 등 여러 복잡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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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에서는 피해자 여부만 가려내고 정

부의 방관 또는 적극적 개입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

회구조적인 문제, 의료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듯 한센피

해자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었다.

3)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한센인권변호단과 환자단체는 한센피해자법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한국 정부

의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2011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관리했거나 지도했던 나시설에서 의사, 간호

사, 의료보조요원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인공낙태수술을 당

한 한센인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소송이었다. 같은 사안으로 2011년 10

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총 여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소송 원고

인 한센인의 수는 561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소록도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나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한센인을 대상으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낙태수술

을 시행했는데, 심지어 상당수의 수술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 직원이나 의료 훈

련을 받은 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2014년 4월 29일에 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 제2민사부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는 단종피해자에게는 각 3천

만원, 낙태 피해자에게는 각 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다른 재판

부에서는 이 판결을 인용하여 피해 한센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 주요 쟁점은 첫째, 법적 근

거가 있는 행위였는가의 문제와 둘째,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였다. 첫째 법적 근거가 있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는 한센인 관리 시설

내의 운영규칙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과 모자보건법 및 전염병예방법 등의 법

률 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단종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

국가는 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하는 격리수용 및 치료, 임의퇴원 금지 등의 조치는

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사회적인 확산 금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

면서, 동법에 존재하는 가족 동거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단종을 정당화했다(김

재형·오하나, 2016: 170). 이러한 국가의 주장은 일관된 것으로서 한센인에 대한

격리 수용을 비롯한 단종과 같은 규정은 사회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센병환자에 대한

국가의 강제격리는 그 근거가 빈약한 것이었고, 강제격리를 철폐하라는 국제적

인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단종이라는 한센인의 기본권을 제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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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의 근거로 각종 규칙 및 준수사항은 그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

확히 하고,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법이 명시하고 있는 ‘요양소 내에서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제한(제41조 제3항)’하는 조항은 동거에 관련된 것일뿐 단종이나 낙태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음 논쟁은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관련된 쟁점이었는데 1963년 전염병에

방법 개정 이후 환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퇴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종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63년 전염병에 의하여 강제격리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일부

음성환자에게만 사실인 것이고, 양성환자나 다른 이유가 있는 환자들은 퇴원이

쉽지 않았다. 또한 퇴원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차별이 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퇴원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 국가가 주장

하는 동의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강제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했

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센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4년 일본에 대한 소송

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후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권실태조

사보고서, 이후 한센피해자법이라는 입법 조치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론화를 이

루어냈다. 한센피해자법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 해결 위주 방식으로 만들어

졌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점차 사회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포함하게 되었다(김

재형·오하나, 2016: 174). 그러나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은 일부 승소판결이었다.

즉 위자료 산정에 있어 원고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피고의 사정을 참

작 사유로 인정했는데, “피고는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

부터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의

선의(善意)를 정당하게 평가하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제2민사부, 2014). 나아가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위자료의 금액을 낮추면서

이 “선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2심 판결문은 소록도에 근무한 경

험이 있는 현 여수애양재활병원의 김○○원장의 전문가 증언을 인용해 선의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환자들한테는 많은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중략) 그 때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국가나 병원 등에서 그렇게 정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 환자들이 정관절제수술을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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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깥으로 내몰렸으며, 그 당시에 외부에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정부 정책의 “선의”의 두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김재형·오하나,

2016: 176-177). 첫 번째 측면은 병원의 운영과 관리의 측면에서 당시의 여건으

로서는 단종수술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단종수술

이 환자를 생각하는 선한 의도를 갖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국가의 한센병 정책은 한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강제격리 요구

와 거기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센인 정책은 명목상으로는 한센병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되

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센병과 균의 (잠재적) 매개체인 한센인을 사회에

서 몰아내려는 사회의 욕망의 결과였다. 이러한 단종과 강제격리를 둘러싼 역사

적 의미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

어주면서도, 국가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4절. 한센병에 대한 격리의 재법제화

대한민국은 1963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철폐된 것으로 오랫동안 평가되어 왔다.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의 폐지는

일본이 1996년까지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을 유지해온 것과 비교했을 때

30년가까이 앞선 선진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강

제격리 정책의 폐지는 음성나환자에 대한 것이었고, 양성나환자나 장애가 있거

나 외모의 변형이 심한 음성나환자는 계속 강제격리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들

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어떠한 정책도 만들지 않았으며, 사회복귀는 정상적인 노동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음성나환자에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는 폐지된 적이 없다고 평가해야만 한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정착촌제도 역시 또 하나의 격리 공간이라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정착촌 제도를

통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를 관리하고 통제했다.

즉 한국에서는 1963년의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이후에도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가 계속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식민지기 소록도갱생원(자혜의원)에 강제격리된 한센인들

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의 사례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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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여했던 한국의 한센인에 대해서 재판부나 이들이 양성환자였는지, 음

성환자였는지를 묻지 않았다.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양성, 음성이 아니라

한센인이 과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시설에 격리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한센인을 양성환자

와 음성환자로 구분하고, 다시 음성환자를 장애환자 등으로 구분하여 격리시킬

대상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 왔고, 격리시켜야할 대상의 사회복귀는 아예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격리는 이들에 대한 보호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또한 사회의 음성나환자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시 언제라도 나시설에

강제격리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만 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강제격리는

최근까지 사라지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은밀한 방식으로 강제격리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명목상으로나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신환자가 거의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강제격리 역시 점차 사라져 갔다. 물론 나시설에 평생을 살아야만 하

는 한센인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 이들은 언제라도 상황만 가능하다면 나시

설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강제격리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장

기간에 걸친 강제격리 때문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 고령자들

이기 때문에 강제격리의 효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는

한센병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입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27일 개정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34호, 이하 감염병예방법)」은 다

시 한센병을 강제격리 가능한 질병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

병을 질환의 특성별로 ‘군(群)’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2020년 시행될 감염병예방

법에서는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바꾸었다. 즉 기존의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지정 감

염병으로 구분하던 체계를 앞으로는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기생충 감염병

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 기존의 제3군 전염병에 포함되어 있던 한센병

은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제2급 감염병에 포함되게 되는데, 제2급 감염병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은 2018년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

(민주당)이 이전의 4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의안번호 12261)」를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안이다. 이 법률 개정의 제안

이유는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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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

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

다.385)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배경에는 2015년 5월 20일에 국내 첫 환자

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6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의 감염병이 한국 사회에 준 큰 충격이 있었다(국회입

법조사처, 2015: 1).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 체계에 관하여 국정감

사를 받았으며,386) 더 나은 감염병 관리 체계를 위하여 2017년에 총 4건의 법률

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 감염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며,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크나큰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회에서는 급수 체계로 변화하면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환자의 인권에 대한 논

의는 전무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논의는 감염병 위

기 상황의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급수 체계에 어떠한 질병이 포

함되는지 그리고 감염병 체계의 변화가 가져올 환자의 삶의 변화에 대한 논의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회의 심의 직전에 이루어진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전문

위원 강병훈의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첫

째,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

행하는 긴급한 경우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셋째,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본

부장으로 변경하는 등이라고 정리하고, 이 보고서가 검토하는 내용은 신고 의무

불이행의 내용과 불이행시 처벌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387)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2018년 2월 28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388)

전술한 바와 같이 한센병은 전염성이 약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

한 충분한 이해 없이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격리정책이 수립되어, 환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 또한 강제격리 정책은

3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2.28. p. 2.; 제

35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386) 국회입법조사처, 2016, 『2015년도 국정가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국가 감

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안』, 8호, 2016.9.8.

387) 강병훈, 20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

고」.

388) 제356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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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을 만들거나 강화시켰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환자들 역

시 차별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치료제의 개발과 발전으로 질병이 치료될 수 있

었으며, 질병에 대한 지식의 발전으로 강제격리와 같은 통제가 불필요하다는 사

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강제격리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강제격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되어온 차별 구조 속에서 한센인들은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센병과 한센인을 둘러싼 100여 년이 넘는 고통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이 사회에서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있어 국가의 환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에 따른 환자의 삶의 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 성격이 다른 급성감

염병과 만성감염병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성감염병 환자에게

는 더 큰 고통과 사회적 차별, 부담이 뒤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사라져간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가 다시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한센인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한발한발 전진해 온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반동적인 처

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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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 론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세균의 발견이라는 의학지식의 발전에 근거

하여 만들어진 공중보건 정책이지만, 전염성과 치사율이 강한 매독이나 결핵과

같은 다른 만성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매우 과도한 대응이었다. 더군다나 역사사

회학적 연구는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의 형성에 있어 인종주의와 제국주

의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강제격리정책이 1897년 베를린에서 개

최된 제1회 국제나회의에서 유일한 한센병 통제 정책으로 권고되었을 때, 영국

과 프랑스 그리고 식민지 인도정부에서는 강제격리정책이 오히려 신환자의 발

견을 어렵게 만드는 등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 한센병이

유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정책을 받아들였으나

이후의 한센병에 관한 의학지식이 발전됨에 따라 한센병은 전염성이 그렇게 크

지 않은 질병이며, 굳이 강제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치료

와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질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나친 강제격리 정책은 한센병의 퇴치에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제 한센

병학계 그리고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게다가 1940년대 개발

된 한센병 화학치료제인 디디에스제가 한센병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결국 강제격리 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강제격리 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내용에 있어 처음에는

비전염성환자만 포함되어 있던 것이 결국에는 전염성환자 역시 포함되어 갔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센병 관리 체계는 더 이상 특수한 의료체계로 구분되어

서는 안 되며 일반 의료체계로 통합되어야 한센인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라는데

까지 의견이 모여졌다. 한국은 WHO를 통하여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영향을 받

아 1963년 전염병예방법에서 강제격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강제격리정책을 폐

기한 것이라고 평가받아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성환자와, 음성환자라도 질

병을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는

강제격리정책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강제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력이 있어 사회에 복귀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부랑하지 않고 정착함으로

써 국가의 통제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자들뿐이었다. 한센인 격리시설에

서 퇴원한 환자들 중 절반 가량이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음성나환자촌이

라고 불리는 정착마을에 모여서 생활하게 되었다. 정착 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들은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경제적 자립이라는 임무를 강요받았으며,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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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질병의 관리라는 통제를 받았다. 정착 마을의 한센인들은 국가가 부여

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마을의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을 때 언제라도

다시 한센인 격리 시설에 수용당할 수 있었다. 또한 정착 마을의 한센인들은 주

변 지역민들로부터 낙인찍히고 차별받았기 때문에 정착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져 있었고, 이 장벽을 넘어 일반 사회에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었다. 이렇게 볼 때 정착 마을은 다른 형태의 격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센병환자를 치료하고 한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강

제격리정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해 냈다. 1917년부터 부랑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시작되자, 오히려 부랑나환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으며, 이

들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조선사

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우생학적 논의와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쉽게 결

합되었다. 또한 최소 1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나환자를 모두

강제격리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강제격

리정책은 사회가 한센병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환자에 대한 격리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사회는 부랑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를 줄기차게 요구

해왔고, 이는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한센병환

자에 대한 강제격리는 국가의 보건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의 정책이 되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센병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전염병예방

법 등에 의하여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했으며, 나병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아

니면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의나 타의에 의하여 자신의 집과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다.

한편 대풍자유로 인하여 초기 한센병환자의 경우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효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센병은 불치의 천형병인 것으로만 인

식되었다. 그리고 불치의 질병이라는 인식은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의 새

로운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한센병은 치료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세균학적 시각

으로 보았을 때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세균학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대풍자유

치료로 인하여 임상적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몸속 어딘가에는 한센병균

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완치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강제격리정책과 사회의 한센병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 근간에는 이들의 외

모의 변형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

염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의 두려움에 근거한 낙인,

차별, 격리는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의료지식에 근거한 전염에 대

한 두려움이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에피스테메로 자리 잡자, 디디에스라는 효과

적인 치료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강제격리의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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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는 시민으로서 한센인이 누려야할 이동의 자유 등의 권

리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전염의 가능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회적 타자에 대한 배타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것이지만, 역사

적 경로의 차이에 의하여 그 형태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근대사

회의 대표적인 배제의 형태가 격리였다. 한센병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제도의 형

성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회적 타자에 대한 근대적 형태의 배제였다.

한센병환자라는 사회적 타자를 보살펴야할 존재이자 위험한 존재라고 규정짓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강제격리라는 제도를 경험한 한국사

회는 보호, 예방, 치료의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격리를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식민권력이 강제적으로 이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제도를 경험하

고 내재화한 조선사회가 주도적으로 실천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 수많은 사회적

타자들이 시설에 격리되기 시작했고, 격리는 사회적 타자를 처리하는 너무나 자

연스러운 사회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보호, 치료, 교정이라는 외피 속에서 정

신질환자, 부랑아, 부랑인, 깡패, 장애인 등이 차례로 시설로 들어가 격리 당했

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격리는 이들 사회적 타자를 위한 보호, 치료,

교정의 공간이 애초부터 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근대적 격리시설은 환자들에 대

한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곳이었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단종, 낙

태 등이 자행되었고, 사회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시설 안에서는 수백의 사람들

이 굶거나 약해져 사망했다.

최근 한센인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노

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라는 역사적 경험은 아직 제대

로 평가되지 못했다. 여전히 강제격리는 당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한센병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한센

병 문제의 해결이라는 결과에 근거하여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센병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강제격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이었다. 소록도병원에서의 인권침해는 장애인시설, 부랑아시설,

1980년대에 이르면 형제복지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정신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격리와 사회적 타자의 낙인, 그리고

차별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가 앞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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