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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많은 의과대학들은 사회의학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의과대학들이 사회의학을 depart-
ment의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의학의 도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한국 의학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 미국 의학계가 한동안 그 용어와 원리를 수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1) 사회
의학의 기원과 진화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2) 한국 사회의학의 실상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 사회의학은 1848
년 프랑스와 독일에서 창시되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발전 과정을 거쳤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건강, 질병 및 의료서비스
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의학의 핵심적 개념에 속한다. 한국에서
는 사회의학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지만, 그 내용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과과정에 도입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
용적 수용은 사회의학에 대한 논의와 이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의의와 가치의 전달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의과대학 예방의학 과
목의 명칭을 많은 나라에서처럼 예방사회의학으로 변경하고, 명칭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조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핵심어: 사회의학, 예방의학, 역사, 한국

서론

유럽의 많은 의과대학들은 사회의학(social medicine)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1], 미국의 일부 의과대학들
은 department의 명칭에 사회의학을 사용하고 있다. Har-
vard University Medical School의 Department of Global Health 
and Social Medicin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의 De-
partment of Family and Social Medicin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Medical School의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등이 그러한 예이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인도 등에는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Medicine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많다. 그리고 미국 Uni-

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의과대학의 Depart-
ment of Social Medicine 교수진이 편집한 �e Social Medicine 
Reader 초판이 1997년에 발간됐고[2], 2005년에는 3권으로 
증보된 제2판이 발간됐다[3-5].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의학
이 많은 나라 의학계가 인정하는 전문분야임을 적시한다.
한국에서는 의학계가 사회의학이라는 분야의 존재를 인

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만큼 사회의학은 의사들에게도 
낯선 용어이다. 사회의학에 관한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
라, 19세기 독일 사회의학의 역사적 발전을 개관한 논문[6] 
한 편을 제외하면 소개한 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의학계의 사회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회의학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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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화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다.
사회의학이란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 의학이 사회의학적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거나 
보건의료에서 사회의학적 접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의학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진
화해 왔으며, 따라서 구체적 내용은 국가 또는 연구자들 사
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7].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학의 실상을 논의할 것이다.
요약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사회의학의 기원과 진화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한국 
의학계의 사회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한국 사회의학의 실상을 정리하고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한다.

사회의학의 발상, 기본 개념 및 국제적 확산

19세기 전후 프랑스와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혁신적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증
가, 열악한 노동조건, 주택 부족, 위생시설 불비 등의 다양
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산업노동자, 빈곤계층 등의 건
강상태 악화와 질병문제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일부 활동적 의사들과 위생학자들이 도시지역 
노동자들과 그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건강문제가 사회적 요인들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기 시작했다[8]. 그리고 1800년대 초기 약 30년은 고전적 의
학에서 현대적 임상의학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시작된 시
기로서, 프랑스 의사들은 종래의 많은 치료기법들이 효과
가 없음을 알게 됐고, 대안으로 예방적 위생과 사회적 요인
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9]. 이와 같은 
건강문제 및 의학 관련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변혁기의 이
념적 사조와 시대정신이 개혁적 의사들이 사회의학을 구
상하는 바탕이 됐을 것이다.
사회의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있었던 1848년이었다. 혁명이 제시한 비전에 대한 
기대가 아직 고조돼 있었던 같은 해 3월, 의사 Jules Guérin은 
자신이 편집자로 있던 Gazette Médicale de Paris에 게재한 글
에서 의료계가 공익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혁명에 의해서 
길이 열린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자고 호소하
면서, 사회의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10,11]. 그는 의학
적 문제가 사회적 요인이나 공적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사회의학의 틀로 종합해서 체계
화하면 소기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에서도 1848년 3월의 혁명으로 조성된 변혁기에 Sa-

lomon Neumann, Rudolf Virchow, Rudolf Leubuscher 등이 보

건의료 개혁을 추진하였다[12]. 독일의 이들 개혁 추진세력
은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인들의 작용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다. Virchow는 세포병리학자로서 발진티푸스 및 
콜레라 유행, 결핵의 집단 발생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
여 사회적 여건이 감염병 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적 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특
히 1848년에 발표된 프러시아의 Upper Silesia 지역에서 발
생한 발진티푸스 유행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사회의학 초
기 발전의 계기가 된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된다[13,14].
인간은 생물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건강과 질병은 본질적으로 생물현상이면서 또한 사회현상
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물체로서의 인간의 
건강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자연과학을 토대로 발전
해 왔듯이, 사회과학과의 학제간 접근을 통하여 사회적 존
재로서의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체계
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사회의학의 기본 발상과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다[7].

Rudolf Virchow 등의 독일 보건의료 개혁가들은 사회의학
의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 대하여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12]. (1) 건강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야 하는 과제이며, 사회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
장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건강과 질병,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그에 대한 과학
적 연구가 필요하다. (3) 사회는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학적 수단과 더불어 사회적 수단
도 동원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오랜 기간 상이한 사회와 여
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근원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15].
사회의학의 발상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거의 같은 시기

에 시작됐으나, 이론적 작업은 독일에서 더 활발하여 1900
년부터 1920년 사이에 사회의학에 관하여 많은 저서들이 
출간되었다[12]. 오늘날 Rudolf Virchow가 흔히 사회의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러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14]. 
독일에서 개발된 사회의학 이론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확산되며 발전하였다[12]. 오늘날까지 유럽의 많은 대학들
은 사회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초기 발상의 근간
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예컨대 2002년 유럽 18개국 32
개 의과대학에 대한 조사에서 반수 이상의 대학이 사회의
학이란 명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1]. 

20세기에 들어서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도 사회의학
이 도입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의학은, 병리학자이
며 훗날 칠레대통령을 역임한 Salvador Allende가 핵심적 역
할을 했던 1930년대에 활기를 띠었던 것으로 평가된다[16].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얼마 동안 사회의학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였다[8]. 예컨대 1947년 봄,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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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 Academy of Medicine이 사회의학에 관한 학술모임을 
주최하고 보고서를 펴냈으며[17], 같은 해 11월에 Milbank 
Memorial Fund는 사회의학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
였다[18]. 그러나 이후 상당 기간 미국 의학계는 social medi-
cine이란 용어를 기피했었다. 미국 의학계가 ‘social medi-
cine’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했던 이유는 의사들이 강한 저항
감을 갖고 있던 ‘socialized medicine (사회주의 의료제도)’과 
어감이 비슷하고 국가관리의료체계를 함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며, 이러한 기피현상은 1950년대 초반
에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인 매카시즘 때문에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미국의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또는 공중보건학 분야

의 학계인사들을 대상으로 1965년 8월부터 1966년 3월까지 
시행된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전공하는 학
과목의 명칭으로 사회의학을 선호했다는 보고[20] 등에 비
추어 ‘사회의학’이 1960년대 중반부터는 더 이상 금기가 아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학에 관한 논문들이 수가 많
지는 않았지만 계속 발표되었고, 사회의학 교육 관련 논의
도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변화도 일어났다[21-23]. 건강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 대학,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
회의학 컨소시엄이 최근, 즉 2016년 4월 30일에 미국 미네
소타대학교에서 사회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는 사실도 
항간의 정황을 말해주는 실례가 될 것이다[24].

사회의학의 학문적 기반 제도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응분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은 대학에서의 교
과목 개설, 독자적 조직 구축 및 학회 운영일 것이다. 사회
의학이 제도적 측면에서 의학의 독자적 전문분야의 하나
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고, 제2차 세계
대전 말경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12,25,26]. 

1909년에 University of Vienna에 사회의학 강좌가 개설됐
으며, 크로아티아의 University of Zagreb는 1931년에 사회의
학 교수를 임용하였다. 영국에서는 1943년에 University of 
Oxford가 최초로 사회의학 주임교수를 임명함으로써 사회
의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45년에는 University of Edinburgh, University of Birming-
ham 및 Trinity College Dublin도 사회의학 교수를 임용하였
다[8,25]. 그리고 �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London은 
1943년 보고서에서 모든 의과대학이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으며[25], 
1956년에는 영국의 사회의학회(Society for Social Medicine)
가 설립됐다[25,26]. 

Rosen [8]에 의하면,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이 개설한 과목의 내용이 
영국 의과대학의 사회의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의과대학의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이 1952년에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
cine으로 출발하여 몇 차례의 조직 개편과 개칭을 거쳐서 
1980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예방
의학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
자간의 전통적 관계를 말해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27].
인도에서는 1955년 의학교육 학술대회의 건의에 따라 전

국의 대다수 의과대학들이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
cial Medicine을 설치하였다[28].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Social Medicine을 설치한 
의과대학들은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의학의 발전과 사회의학

현대의학과 의료의 주축은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문제를 이해함
으로써 문제의 예방, 진단, 치료 방안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생물학적 의학 또는 생의학(生醫學, biomedicine)적 접근이
다. 자연과학과 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관한 
생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계속 개발됨으로써 많은 질병문
제를 효과적으로 치료 또는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
은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렇지만 
생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건강문제의 해결에는 근원
적 한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병을 포함한 건강문제는 생물적 개

체로서의 인간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문제
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생의학적으로는 설명도, 해
결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가난하고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수인성 감염병에 걸렸다면, 
그리고 진료비가 부담스럽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의료기관 
방문과 수술이 지연되어 충수돌기염 환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물학적 의학에서는 이들 질병의 
원인, 예방법, 치료방법 등을 완전히 알고 있어 이미 해결되
었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들 질병으로 인한 환
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감염병 발생
이나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사망은 생의학적 문제지만, 문
제가 발생한 당초의 원인은 가난하여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는 것이나, 비용 때문에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들 원인은 생의학적 의료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
반론적으로 말하면 건강과 질병은 본질적으로 자연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이기도 하므로 아예 생물학적 의학
의 대상이 아닌 과제들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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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발달, 환경위생과 영양상태의 
향상 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감염성질환이 대폭 감소한 반
면,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병이 사망과 이환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보건정책은 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하여 건강의 견
지에서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행동의 실천을 유도, 확산하
는 데 주력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학은 1960년대부터 건
강문제와 질병을 개인 행동이나 생활양식과의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29]. 그러나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와 그 건강효과에 한계가 있음이 경
험적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건강문제와 사회의 구조적 속
성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7]. 
특히 근래에는 건강불평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됨에 따
라서 정책적 접근을 전통적 보건의료 부문이나 개인적 위
험요인들에 한정하지 말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30-35].
사회의학은 사회적 요인들이 인구집단의 건강과 질병문

제의 배경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용하는 결정요인의 일부라고 본다[36]. Link와 Phel-
an이[37] 질병의 근접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식생활, 콜레스테
롤, 신체활동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연구동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적 
사회여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의학적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들은 그러한 주장의 이유로 두 가지
를 들고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건강 위험요인들을 갖게 되
는 정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경제적 상태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질병의 결과에 다각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isenberg [38]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집단의 건강과 질
병문제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슨 일
을 하는지, 그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은 어떠한지, 
사회계층상 어느 지위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 주장하였다. Holtz 등[39]은 질병의 사회적 근원을 몇 가
지 예시하면서 Eisenberg가 주장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
회적 요인들의 작용을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
들이 건강과 질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일반론을 뒷받
침하는 실증적 자료들을 몇 가지 살피기로 한다.
감염병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인구

집단의 규모, 구조, 밀집상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생활환
경 등에 따라서 감염 양상이나 지속기간이 달라진다[38]. 
병원체는 감염병 발생의 필요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병원
체를 제거하면 감염병도 없어진다. 그러나 병원체에 감염
된 사람들 중에는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조
건은 아니다. 감염된 사람의 저항력도 병원체의 독성만큼 

발병 여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체의 
속성이 감염병의 역학적 양상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예컨대 주민의 수가 소수인 격리된 지역사회에 독
성이 강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면역을 획득하므로 더 이
상 전파되지 못하고 소멸할 것이다. 한편 인구규모가 크면 
숙주의 수가 충분하므로 병원체가 전염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회에서는 계층이 형성되게 마련이고, 이
에 따라서 질병의 분포가 계층별로 달라질 수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Nauru 국민의 제2형 당뇨병

의 유병률 변화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당뇨병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38].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나라 국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이 체력과 에너지 소모가 많
은 어업과 생계형 농업이어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보편
적이었고, 식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종전 후에
는 외국기업들의 인(燐) 광산 개발, 운영에 따라 소득수준
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식품 위주로 식생활이 변화하고 신
체활동의 감소로 당뇨병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
었다. 1950년에는 55-64세 인구의 2/3가 당뇨병 환자여서 부
유한 국가로서는 예외적으로 수명이 짧았다. 그러나 당뇨
병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와 수명의 단축으로 인해서 당뇨
병에 대한 감수성 관련 유전자의 인구분포가 변하여 1970
년대 중반에는 당 부하시험 이상자가 21%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Nauru에서 관찰된 당뇨병의 역학적 변화를 유전자 수준
에서 설명하는 가설(‘thri�y genotype hypothesis’)이 있다[40]. 
식량사정이 불안정해서 굶주림을 피할 수 없는 기간이 빈
번한 상황에서는, 음식을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때 기근에 대
비하여 영양분을 체내에 비축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섭취
한 후에 신속하게 지방으로 변환하는 기제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를 규율하는 유전자가 음식물이 풍부
해진 후에는 비만과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했으리라는 추론이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사회적 요인들
이 유전자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와 질병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

률이 2-3배 높았으나, 카리브해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의 유
병률은 미국이나 영국의 흑인에 비하여 1/2-1/5로 낮았다. 
이는 미국에서 관찰되는 인종 간의 건강상태 격차가 유전자
형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의 차이와 상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41].
미국 University of Chicago의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Health Disparities Research는 사회적 요인들이 질병을 발생시
키는 기제에 대하여 하향적 발병원인 모형(‘downward causal 
model’) 또는 계층적 발병원인 모형(‘multilevel caus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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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33]. 미국에서는 흑인여성들의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백인여성들에 비해서 높은데, 그들은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특정 사회환경이 어떻게 
질병발생에 작용하는지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예시
하였다. 모형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장 상층의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수준의 계층들로 이어지
는 하향적 연쇄작용에 의하여 사회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반응 및 유방암 발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각 계층
의 요인들은 상위계층 요인들의 규율 또는 제약 아래 작용
하며, 하층으로부터의 환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요인에 의한 발병에 관하여 몇 가지 실

증적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들은 사회적 환경요인
과 건강이나 질병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생의학적 지식, 방법 및 기술과 연계해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갈 수 있을 것이다[38].

한국 사회의학의 실상

일본 의학이 유럽 의학과 교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일
제 시대에도 사회의학이 알려졌을 개연성이 있다. 1920년
에 발간된 개벽 제1호에 게재된 “위생안(衛生眼)으로 본 이
대해독(二大害毒)”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필자인 의사
(醫師) 유홍종이 사회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42], 
이 시기의 신문 기사 등에도 사회의학이라는 어휘가 등장
한다. 그러나 사회의학이 실제로나 학문으로서 얼마나 깊
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사회의학이란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

았다. 한국의 의학 발전에 주된 동력이 된 것은 1950년대부
터 활발해진 미국 의학과의 교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학은 미국 의학계가 기피하던 용어였고, 1950
년대 초반부터 얼마 동안은 특히 심하게 금기시했었기 때
문에 소개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요인을 연구 
변수의 일부로 고려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 논문들이 제목
에 “사회의학적 조사 연구” 등으로 사회의학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다(근래에는 의사들이 갖춰야 할 인
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과 소양의 배양을 위한 의
과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발간된 저술로 “사회의학”[43], “사
회의학 교육 과정 개발 연구”[44]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은 지
금까지 기술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의학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논외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의학이 대학의 공식 조직 및 교과목의 명

칭으로 사용된 것은 한림대학교가 1984년 사회의학연구소
를 설립하고, 1985년 의과대학에 사회의학교실을 설치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에 추가로 2개 의과대학이 사회의학교
실을 설치하였다. 이들 교실도 영어 명칭은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으로 표기하면서도 사회의학
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
다. 첫째는 예방의 원천적 지식과 기술은 다양한 전문 과목
에서 연구, 개발되며, 개인 대상 예방 서비스의 대부분은 다
수의 임상의학 과목에서 실행되므로 Stevens [45]가 지적했
듯이 예방은 의학 전반의 목적과 과제로서 특정 전문 분야
의 고유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둘째로는 한국 의과
대학의 예방의학 과목이 예방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의 
주제들로 구성돼있는 점을 교실 명칭이 반영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의학은 예방의학과 어떤 관계가 있
으며, ‘사회의학’이 ‘예방의학’이란 명칭의 이와 같은 문제
점들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까?
대한예방의학회가 펴낸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에 의하면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보호, 유지, 증진하고 질병과 장애와 조
기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
다” [46]. 이 정의는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것과 개인뿐만 아
니라 인구집단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학의 다른 전문분
야와 구별되는 예방의학의 고유성임을 함축하고 있다. 인
구집단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는 생의학적 모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며[47,48]. 사회의 제반 요소
들이 구성원들의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체계와 어떤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의학은 예방의학
과 이러한 개념 틀을 공유하고 있으며,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는 예방의학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예방의학, 사회의학 및 지역사회의
학이 구분 없이 사용됐던 것은 이와 같은 개념적 공통점에 
근거했을 것이다[49]. 한국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이 개념적
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자의 구체적 내용도 부
분적으로는 동일할 가능성을 뜻한다.
한국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의 내용적 관련성을 단편적으

로나마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한예
방의학회가 펴낸 교과서에 포함된 주제들이 한국 예방의
학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과서는 주제를 제1
편 건강과 질병, 제2편 역학과 그 응용, 제3편 환경과 건강 
및 제4편 보건의료와 건강관리로 대별하여 저술하고 있다. 
제1편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관련 개념을 정리하면
서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도 건강과 
질병의 결정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사회의학의 기본 개
념과 일치하는 시각이다. 제2편의 역학은 예방의학뿐 아니
라 사회의학을 포함한 모든 의학 분야의 방법론이며, 얼핏 
순수 생의학적 문제로 보이는 각종 질환의 역학적 양상에
도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제3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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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는 환경오염 및 직업성 질환 등의 이해와 해결에서
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제
4편의 주제인 보건의료체계, 의료보장, 지역사회보건 등은 
사회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고 정책수단이다. 이상의 몇 가지 선별적, 단편적 관찰로
도 한국의 예방의학은 사회의학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에서는 사회의학이란 용어를 극히 일부에

서만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과대학의 예방의학 교
과 과정에 상당 부분 도입된 상태이다. 이러한 내용적 수용
은 사회의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학계의 논의와 이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의학의 의
의와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의 연계관계를 체계화하고, 그 내용
에 대한 학계와 관련 분야의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의과대학 예방의학 과목의 명칭을 많은 나라에서처럼 
예방사회의학(preventive and social medicine)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구체적 접근의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변경된 명칭
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하면 예방의학과 사
회의학의 학문적, 실천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근래의 
국제적 동향이고, 유럽의 많은 의과대학들이 사회의학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대학들이 
사회의학이 포함된 명칭의 department를 설치하고 있다. 이
러한 사실들은 사회의학이 분명히 의학의 한 전문분야임
을 적시한다. 그러나 사회의학은 한국 의학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논
문의 목적으로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1) 사회의학의 기원
과 진화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한국 의학계의 사회의학
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한국 사회의학의 실상을 간략히 
기술하고,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한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건강, 질병 및 의료서비스에 미치

는 영향이 심대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
하다는 것이 사회의학의 핵심적 개념에 속한다. 건강과 사
회적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
나 사회의학이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에서 2월혁
명이 있었던 1848년 Jules Guérin에 의해서였다. 같은 해에 
독일에서도 Rudolf Virchow 등의 보건의료개혁가들이 사회
의학을 창시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창시된 사회의학은 유럽의 여러 나

라 등으로 확산되며 발전해왔다. 제2차 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했으나 ‘social medicine’이 ‘social-
ized medicine’과 어감이 비슷하고 국가관리 의료체계를 함
의한다고 보아서 의료계가 기피하는 용어가 됐으며, 이러
한 기피경향은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인 매카시즘 때문에 더 심해졌다. 사회의학은 이
처럼 미국 의학계가 기피하던 용어였기 때문에 미국 의학
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이 시작된 한국 의학계에는 소개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방의학은 건강과 질병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집단도 대상으로 한다. 인구집단의 문제는 그
것이 무엇이든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사회 차원의 시각과 
접근을 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의 건강과 질병
문제는 생물학적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현상임을 명시적으
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결정요인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학적 시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의학이란 용어를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예방의학 교과 과정에 상당 부분 도
입된 상태이다. 이러한 내용적 수용은 사회의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학계의 논의와 이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의학의 의의와 가치의 전달에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 접
근으로는 의과대학 예방의학 과목의 명칭을 많은 나라에
서처럼 예방사회의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
다. 그리고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조정하고 보
완하면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에 대한 의학계와 관련 분야
의 이해를 넓히는 한편, 두 분야의 학문적, 실천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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