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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1. 머리말

노기순(盧基舜, 1893~1957)은 조선 황해도에서 

태어나 조선과 일본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에서는 우수한 생화학 연구자

로, 조선에서는 의학박사이자 명의로, 연변에서

는 뛰어난 임상의이자 조선인의 의학교육을 위

한 의과대학 창시에 기여한 의학교육자였다. 일

제식민시기를 전후하여 변경인 연변을 주 무대

로 살아갔던 근현대시기의 조선인 의사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보건의료의 근현대사의 역

사적 공간을 넓게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대한매일

신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등 당시의 신문

기사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노기순의 

자녀 노주자(盧珠子, 일본명 岡島珠子)로부터 노

기순의 가족관계와 주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진술을 얻어 연구에 참고하였다. 또한 노기

순의 제자이자, 노기순에 이어 연변의학원 제2대 

생화학교수를 역임한 윤종주(尹宗柱)의 증언을 

 *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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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화학자로서 노기순의 업적에 관한 정보

를 얻었으며 그가 수집한 노기순의 박사논문과 

일본 생화학회 회보, 로기순 교수 서세 삼십 주

년 기념집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윤종

주가 작성한 ‘로기순 교수 생평’에 나타난 주요 

사건의 시기를 주된 근거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 

중국 연변에서 출간된 중국조선족인물전 의 ｢노

기순｣편과 의료보건사 책자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2) 

2. 노기순의 생애

1) 유년기(1893.2-1910)

노기순은 1893년 2월 2일 황해도 옹진군(壅津

郡) 부민면(富民面) 강령리(康翎里)의 에서 출생

하였다.3)4) 교하(交河) 노씨(盧氏)가의 후손으로, 

조부 노의모(盧義模)의 차남 노항묵(盧恒默)의 장

남 이었다.5) 그는 8세가 되던 1901년에 황해도 

해주 벽성의숙에 입학하여,6) 1907년 3월 14세의 

나이로 졸업하고7) 같은 해 4월 황해도 해주 사

립해동학교에 입학하였다.8)

이 시기의 흥미로운 일화 하나는 훗날 생화학

자의 길을 걷게 된 그가 사립해동학교를 졸업할 

당시만 해도 화학 성적이 좋지 못하였다는 것이

다. 중국조선족인물전에서는 당시의 일화를 다

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졸업할 때 기타 과목의 학습 성적은 모두 우

수했으나 화학 성적만은 70점밖에 안 되였다. 
“그래 이렇게 두 손 들고 만단 말인가?” 그는 쇠

도 갈아 바늘로 만들라니 꾸준히 노력하면 제고

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더 심

혈을 들여 학습하였다9)

1910년 3월 27일, 노기순은 오규석 등과 함께 

제1회 졸업생으로 사립해동학교를 졸업하였다.10) 

그로부터 1 년 후인 1911년 4월 18세의 나이로 조

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11)에 입학하였다.12)

2) 조선(경성)과 일본(규슈)에서 의학 수학 

시기(1911.4~1917)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 재학시절 노

기순의 학교생활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총독부 관보와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회원명부에서 그가 1915년 3월 30일에 24

 2) 중국조선족인물전 ｢노기순｣편은 장일민이 저술한 것이다. 장일민은 노기순의 동료이자 연변의학원의 당 서

기 출신 인물로, 그가 저술한 ｢노기순｣은 정규창, 림경무 등 노기순의 동료들이 노기순 사후 그를 회고하며 

기고한 글들을 한 데 모아 작성한 것이다. 글의 성격은 노기순의 전기에 가깝다.
 3)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4)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언급이 있다(장일민, 로기순, 한준광 주필.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

판사; 1990).
 5) 형제로는 아우 노기섭(盧基燮)과 노기형(盧基亨)이 있었으며, 노기순은 큰아버지인 노의묵(盧義黙)의 양자가 

되었다고 한다(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6)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7) 같은 쪽.
 8) 같은 쪽.
 9)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63쪽.
10) 해동학교 제 일회 졸업.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3일.
11) 1916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함.
12)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13)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4월 7일(제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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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졸업생 중 하나로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

강습소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4)15)

노기순은 졸업 직후인 1915년 4월에 관비생 

신분으로 일본 규슈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

다.16) 규슈제국대학 유학 시절에는 생물화학 성

적이 우수하였다. 유학시기의 한 일화로서 지도

교수들이 그를 두고 “반도의 삼우오(三羽烏)”라

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규

슈제국대학에 유학중이던 조선인 학생 3명이 재

능이 뛰어남을 칭찬하는 말 이었다.17) 1917년 5

월, 노기순은 일본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

하였다.18)

3) 의학부 졸업후 임상활동 시기(1917~1928)

24세에 일본 유학을 마친 노기순은 조선으로 

귀국하여 의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귀국 

직후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소아과에서 2년간 의

사로 근무하였다.19) 총독부의원에서 근무한 정확

한 기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18년도 조선총

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에도 조선총독부의원소

속 조수(助手)관직으로 노기순의 이름이 올라 있

다.20) 노기순은 조선총독부의원 근무 이후, 1920

년까지 3년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소아과 

강사로 교편을 잡았다고 그의 자필 이력서에 기

록하고 있다.21)22) 

세브란스에서 교편을 잡았던 노기순이 어떤 

계기로 인해 강사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

가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브란스를 

떠난 후 노기순은 황해도의 안악철산병원(安岳鐵

山病院)23)에서 1921년 7월부터 1928년 12월까지 

약 8년 간 진료활동을 하였다24)25). 병원을 운영

1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문회 회원명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문회; 2002. 14쪽.
15) 졸업 이후의 현황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16)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17)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64쪽.
18)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19) 노 의원 개업. 중앙일보 1932년 2월 23일.
20)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1918{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db.history.go.kr/)의 한국사 데이터베

이스>형태별>인물>직원록자료>1918년>조선총독부직속기관>의원}.
21)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22) 노주자가 보관하고 있는 노기순의 자필 이력서(박사학위논문 심사서류에 침부되어 있음)에는 “대정 7년(1918

년) 10월 1일 경성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강사 촉탁” 하였으며 “대정 9년(1920년) 2월 1일 동교 조교수 임”
하였다가 “동년 7월 1일 해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노기순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들 역시 이를 참조

하여 “경성세브란스의전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85-1945년 사이 세브란스에 

근무했던 조수 이상의 교직원 명단에는 노기순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세브란스의 교직원 명단은 연세의

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1) - 한국의 현대의학 도입과 세브란스

(1885-1945). 연세의료원; 2005. 334-354쪽 참조.
23) 1917년 황해도 안악군 용문면 석양리에 거주하던 緖方淸躬라는 재조선 일본인이 ‘안악철산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재조선내지인 신사명감. 108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 재인용  

(http://db.history.go.kr/url.jsp?ID=im_215_21817)}. 병원의 운영시기와 위치로 미루어 보아 노기순이 진료활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안악철산병원과 동일 병원일 가능성이 있다. 
24)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5) 당시의 신문 기사들은 이 시기 노기순이 머문 지역과 운영한 병원에 관해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의료 활동을 하였다고 알려진 지역은 그의 고향인 황해도 옹진군(노 의원 개업. 중앙일보 1932년 2월 23일), 
그리고 황해도 안악군{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평안북도 

철산군(부산유일의 의박. 동아일보 1935년 12월 11일), 황해도 평산군 남천읍(육백여 평 기부 기독청년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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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시절인 1926년에는 안악대운동회에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하였고,26) 또 1927년에는 “황해도 

안악군 읍내 비석리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 

노기순씨가 금번 평산군 남천 지역의 공의로 전

업하게 됨을 기회로 경영하든 병원건물(시가 이천 

여 원)을 특별히 안악기독교청년회관으로 천원에 

매도하”는 등의 활동이 소개되기도 하였다.27) 노

기순이 안악기독청년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기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

회활동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927년 말 경 노

기순은 안악군에서의 병원사업을 접고 황해도 

평산군 남천의 공의(公醫)28)로 근무하게 되었다. 

공의로 전업한 계기는 알 수 없다. 공의로 활동

한 내용과 기간 역시 알 수 없으나, 그가 지역에

서의 의료사업을 접고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오르

던 1929년 이전까지는 황해도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유학 생화학연구기: 의학박사 취득

(1929~1932.1)

노기순은 1929년 8월 2일 뒤늦게 다시 일본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대학원생과에 입학하여29) 

생화학자 고다마 게이조(儿玉 桂三)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를 시작하였다.30) 대학원생 시절 그가 저

술한 주요 논문은 ｢알란토인의 비색정량법｣, ｢요산

염에 관하여｣, ｢알란토인효소에 관하여｣, ｢신생

아의 뇨, 임산부의 뇨 및 양수중 알란토인의 함

량｣ 총 4편이다.31) 노기순의 자세한 연구업적은 

<표 1>과 같다.32) 

그가 논문에서 서술한 내용에 대하여 중국조

선족 인물전에서는 “당대 의학이론에서도 창시

적인 것이었으며, 그 기본원리가 현재까지도 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다”고33) 기술

하고 있다. 또 노기순은 “생물화학뿐 아니라 병

리, 생리, 약리 등에도 높은 조예가 있었으며, 특

히 일어를 비롯한 독일어, 영어, 한문 등에 능숙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34) 실제로 그가 일본 

노기순 씨. 동아일보 1927년 12월 26일) 등이다. 이는 자료의 오류일 수도 있고, 그가 실제로 여러 지역을 옮

겨 다니며 의료 활동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26) 안악대운동회 의연방명속보. 시대일보 1926년 6월 24일.
27) 육백여 평 기부 기독청년회에 노기순 씨. 동아일보 1927년 12월 26일.
28) “공의는 한지의사와 비슷하게 산간벽지, 국경 지방 등 비교적 인구가 많으나 의료기관이 전무한 곳에 배치되

어 공적인 의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공적인 업무를 주로 하며 총독부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공의의 

임무는 전염병 예방, 지방병 조사, 종두 시행, 학교위생, 공장위생, 예기(藝妓), 창기(娼妓), 작부(酌婦) 등에 대

한 건강진단, 사체검안, 행려병자 및 빈민 환자 진료, 기타 공중위생 및 의사에 관한 특명(特命) 사항 등이었

다. 공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총독부에서 봉급을 지급 받았는데 1923년 현재 연 1,200원이었다.”
(출전: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관리학과 석사논문. 
98-99, 135-136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29) 証明書 九大医証 第111号. 昭和 63年(1988) 1月 22日.
30)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65쪽.
31) 연변의학원 생물화학교연실의 부주임이자 노기순의 동료인 림경무는 훗날 그를 회고하는 기고글에서 노기순 

유학 당시 고다마 교수의 지도하에 있던 연구생들 중 “2년 동안 박사논문을 써낸 것은 노기순이 유일하였

다”고 적고 있다(림경무. 그리운 로박사선생님. 길림신문 1988년 8월 25일). 증명서 및 학위수여증명서에 따

르면 노기순은 1929년(昭和 4年) 입학하여 1931년(昭和 6年) 4월 17일 學, 1932년(昭和 7年) 1월 19일 박사

학위를 받았다.
32)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33)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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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제목 저널명 형태

1931.1.20 [アラントイン]ノ比色定量法
(알란토인의 비색정량법)

제188회 구주제국대학의학부 
집담회 요지

초록

1931.5 Über die Urikase
(요산염에 관하여)

일본 생화학 잡지
Journal of Biochemistry
vol.14, no.2

논문

1931.6
Über die quantitative Bestimmung des Allantoins auf 

kolorimetrischem Wege
(알란토인의 비색정량법)

일본 생화학 잡지
Journal of Biochemistry
 vol.14, no.3

논문

1931.6 Über die Allantoinase
(알란토인효소에 관하여)

일본 생화학 잡지
Journal of Biochemistry
 vol.14, no.3

논문

1931.6
Über den Allantoingehalt des Harns von neugeborenen und 

schwangeren, und des Amnionswassers
(신생아의 뇨, 임신부의 뇨 및 양수중 알란토인의 함량)

일본 생화학 잡지
Journal of Biochemistry
 vol.14, no.3

논문

1931.8
Allantoin 比色定量法 阱 人尿及羊水中 に於けろ Allantoin 

存在に就て
(신생아의 뇨, 임신부의 뇨 및 양수중 알란토인의 함량)

일본 생화학회 회보 초록

1932.
1.10-4.10

Uricase
(요산염에 관하여)

Chemical Abstracts vol.26
 published by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초록

1932.
1.10-4.10

A Quantitative colori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llantoin

(알란토인의 비색정량법)

Chemical Abstracts vol.26
 published by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초록

1932.
1.10-4.10

Allantoinase
(알란토인효소에 관하여)

Chemical Abstracts vol.26
 published by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초록

1932.
1.10-4.10

The allantoin content of urine from the newborn, from the 
pregnant and of the amniotic fluid

(신생아의 뇨, 임신부의 뇨 및 양수중 알란토인의 함량)

Chemical Abstracts vol.26
 published by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초록

* 일본 생화학 잡지 및 Chemical Abstracts에 실린 노기순의 영문 성명을 원용하였음.
  자료원 : 윤종주 엮음. 박사학위논문. 1990을  재구성함.

표 1. 일본유학시절(1929~1932) 노기순(KISHUN RO*)의 의학 연구 활동

34) 위의 책.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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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잡지에 발표한 4편의 논문은 모두 독일

어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

술지에 영문 초록이 실리기도 하였다.

2년간의 연구생 과정을 마친 후에는 1년간 규슈

제국대학병원 내과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35)36) 

노주자에 따르면 이 시기 “구주(제대)에서 조선 

사람이 박사가 되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소문의 주인공이 노기순 이었

다. 그는 병원에 폐결핵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환자였던 오카지마 도시코(岡岛千四子)를 만나 

결혼을 하였다.37)38)

노기순은 1932년 1월 19일에 39세의 나이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39)40) 

동시에 일본 문부성에 의해 일본생물화학위원

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다.41) 조선의 언론에서는 

노기순을 ‘행림계(杏林界)의 새별’이라 칭하면서 

그의 이력과 의학박사 취득소식을 상세히 보도

하였다.42) 

5) 귀국 후 국내 임상활동기: 목포, 황해도, 

부산(1932.1~1936.6)

1931년 10월 30일의 보도기사에 의하면, 기사

가 쓰인 당시 그는 유학중 잠시 귀국하여 고향인 

황해도로 돌아가던 길에 목포에 치과를 개업하

고 있는 아우 노기섭(盧基燮)43)의 집에 잠시 머

35) 행림계의 새별 노기순박사. 동아일보 1931년 10월 30일.
36) 1931년 10월 30일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노기순이 당시 규슈제국대학병원에서 ‘금자내과(金子內科)’에 근무중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자내과는 노기순의 또 다른 스승인 가네코 겐지로(金子 亷次郎)교수의 내과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38) 노기순의 첫 번째 부인은 한 살 연상인 백씨(이름 미상)로, 고향인 황해도에서 결혼하였으며 정확한 결혼시

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백씨와의 사이에 건자(建子), 양자(陽子) 두 딸을 두었다. 오카지마 도시코와의 사이

에 건(建, 아들, 1934년 일본 후쿠오카 출생), 주자(珠子, 딸, 1935년 조선 부산 출생), 영자(翎子, 딸, 중국 목

단강 출생), 강신(剛慎, 아들), 소자(昭子, 딸), 진(進, 아들), 미자(美子, 딸), 정자(正子, 딸) 등 3남 5녀를 두었

다. 장자 건은 외조부의 양자가 되어 일본에서 살았다(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39) 学位授与証明書 証第230号. 昭和 63年(1988) 1月 28日.
40) 비슷한 시기인 1932년 2월 29일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이석신이 독일 베를린대학 박사에 이어 일

본 경도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두 번째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이석신 씨에게 의학박위 수여. 중앙일보 1932년 

3월 2일). 조선인 생화학자인 두 사람의 이름은 당시의 일본생화학회회보에도 올라 있었다. 노기순과 이석신

이 박사학위를 받기 전인 1931년 8월 일본생화학회 회보에 실린 ‘일본생화학회 제7회 총회’ 출석자 명단에서 

규슈제국대학 소속 노기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경도제국대학 소속 명단에는 이석신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1931년 12월 회보에 따르면 노기순의 주소는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생화학교실이며, 이석신의 주

소는 조선 경성 세브란스 종합 의학전문학교이다{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이로부터 두 인물의 일본 박사학위 취득 시기는 비슷하였으나 노기순은 일본에서, 이석신은 주로 경성에서 

지내며 연구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1)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65-466쪽.
42) 행림계의 새별 노기순박사. 동아일보 1931년 10월 30일.
43) 노기순의 남동생 노기섭(盧基爕)의 출생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노기섭은 1923년 북성회(北星 )소속으로 전조선

청년당대회, 삼일운동(대정 8년), 조선학생대회에 참여하였다(노동학원 및 공산당원 행동에 관한 건. 검찰행정사무

에 관한 기록 1923년 12월 17일). 1925년에는 경성치과의학교를 제 1회로 졸업하고{신재의. 한국 근대 치의학사 

연구(1885-1945).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86쪽에서 재인용}, 졸업 직후인 1925년 4월 25일 목포에서 

최초로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다(전남치과의사회 연혁 http://www.jda.or.kr/sub.html?inc=info&code=info2). 이후 목포의 

호남평론사에서 발행한 호남평론(湖南評論) 잡지 제1권 5호에 ｢구강위생(口腔衛生)｣ 글을 실었으며, 
1946.4-1951.5까지, 그리고 1951.9-1954.6까지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회장직을 역임하였다(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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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중이었는데, 장차 귀국 후 목포에서 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44) 실제로 의학박사를 

취득한 다음해인 1932년 2월 23일에 노기순이 

목포의 명치정(明治町)에서 개업을 하였다.45) 이

후 노기순은 목포-황해도-부산 순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46) 황해도에서 임상활동을 하였는지 여

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35년의 한 보도에 따르면, 노기순은 부산 유

일의 조선인 의학박사로서 부산의 유명인사 중 

한 명으로 소개되었다.47) 

부산에서 조선 사람으로는 의학박사학위를 가

진 사람은 노 내과의원장 노기순씨 뿐이다. 씨는 

대정사년 경성의학을 졸업하고 대정 육년 구주

제국 내과학을 전교하야 조선총독부의원 의원

(醫員), 경성 세부란스 의학강사 동 조교수, 조선

철산주식회사병원장, 조선○○○공의등지내고 소

화사년 구주○대 연구과에 입학 연구하야 소화○

년 규슈제국의학부원의원으로써 소화 칠년에 의

학박사의 학위를 얻었는데 씨의 고향은 해주로 

○○한 인격자로서 작년에 부산 와서 개업하야 

○○한 ○○로서 환자가 날마다 수없이 몰려들

고 있다 한다.48)

6) 일제식민지시기 임상 활동기: 만주국 목

단강으로 이주(1936.7~1946.9)

1936년 7월, 노기순은 부산을 떠나 만주국(滿洲

國)49) 목단강시(牧丹江 )50)로 이주하였다. 노주자

에 따르면 부산으로부터 목단강 국제의원(國除医

院)으로의 이동이 초청에 의한 것인지, 일제의 요

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노기순은 국제의원에서 

아카데미아; 1995. 447쪽). 6.25전쟁 당시에는 경남지역의 전시의료요원 중 한명으로 소집명을 받았다(구영숙 보건부

장관. 전시의료요원 소집에 대해 공고. 부산일보 1950년 9월 10일). 노기섭은 목포지역의 정치인으로도 활동하였는

데, 1946년에는 한민당 목포지부 부위원장을 지냈으며(한민당 목포지부당 결성. 동아일보 1946년 8월 14일.) 1949년
에는 목포의 애국단체연합이 주최한 방위강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대한민국만세삼창을 선창하였다(목포愛國團體

聯合  주최 방위강화국민대회 거행. 동광신문 1949년 6월 15일).
44) 행림계의 새별 노기순박사. 동아일보 1931년 10월 30일.
45) 노 의원 개업. 중앙일보 1932년 2월 23일.
46) 윤종주는 수년간 일본생화학회회보에 적힌 회원 노기순의 주소를 추적, 정리하였는데, 1932년 10월과 1933년

에는 노기순의 주소지가 목포 명치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4년 생화학회회보에는 주소지가 황해도 백천온

천 천일각으로 기록되어 있다. 1935년-1937년에는 부산구 여주정으로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윤종주 엮음. 로

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47) 부산유일의 박사 노내과의원 노기순씨. 동아일보 1935년 12월 11일.
48) 같은 글.
49)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이 만주(중국 동부 지방)를 차지한 이후, 1932년 일본에 의해 괴뢰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국은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만주국 이민 정책은 일본이 추진하였던 주요 정책 중 하나였

다. 식민지 전기(1910-1930) 일본의 조선인 이민에 대한 태도가 방임에 가까웠다면, ‘만주국’시기는 일본에 의

해 조선인 통제 이민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시기이다. 1936년 5월 관동군은 조선인 이민사

업 수행 지침을 세웠는데, 조선인 농민의 신규이민 입식 통제를 위해 이주를 권장하는 ‘지도원조지구’, 국방

상의 이유로 입식 및 토지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입식금지구역’, 일본인 농업이민 예정으로 조선인의 이주가 

금지된 ‘기타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지도원조지구’는 간도성(間島省), 통화성(通化省), 안동성(安東省), 봉천성

(奉天省), 길림성(吉林省), 목단강성(牧丹江省)의 23개 현(縣)이었다(김기훈.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 일본인 이민 [장려], 조선인 이민 [통제] 정책 형성의 배경. 아시아문화 2002;18. 45-71).
50) 목단강 지구는 만주국이 성립된 이후 도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개발이 활발해진 지역이다. 1935년 7월 1일 

도녕선이 개통되면서 간도와 목단강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조선과 간도로부터 목단강으로 이주

하는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염인호. 中國內戰期 滿洲 地方 朝鮮義勇軍 部隊의 活動(1945.8~1946.8). 역사교육 

2003;8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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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목단강에는 병

원이 없었는데, 만주 적십자와 만주철도주식회사

(이하 만철)가 국제 지정병원을 만든 것이 국제의

원이었다. 국제의원은 적십자 계열의 의원으로서 

관동군이 신체검사 또는 치료를 위해 이용하기도 

하였다.51) 목단강시 국제의원 의사로 활동한 시기

는 대략 1936년 7월부터 1941년 사이이다.52) 

1942년에 그는 도문시(圖們 )로 거주지를 옮

겼다. 도문은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대이며, 관동

군이 이동하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위치였다. 노

기순은 해방시기인 1945년 8월까지 도문시 공립

의원(公立医院)의 원장을 지냈다. 도문 공립의원

으로 옮긴 이유 역시 만주적십자 및 만철과 관련

이 있었다.53) 도문시 공립의원은 외래 진찰부, 

입원병동, 약제실, 간호사 숙사 등이 딸린 규모 

있는 의원이었다.54)

노기순은 이 시기 의원 운영 외에도 의학자로

서 학술 활동을 하였다. 1940년에는 룡정 개척의

학원을 방문, 천연두와 막사열55)이라는 주제로 

학술보고를 하였으며,56)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는 간도성(길림성)의학회 부원장과 동만의학회의 

고문을 담당하였다.57)

7) 해방 전후 시기(1945.8)

노기순은 도문에서 공립의원을 운영하던 중에 

해방을 맞았다. 노기순의 딸인 노주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기순과 그의 가족은 해방 직후 일본으

로 피난하는 길에 올랐으나, 피난 가던 도중 한 

조선인 농민이 유명 인사였던 노기순을 알아보

고 그와 가족을 숨겨주었다고 한다. 숨어 지내던 

중 노기순은 마을을 찾아온 러시아 군인들에 의

해서 차출되어, 러시아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일

본 육군병원에서 일어 통역 및 의료 전반을 담당

하게 되었다. 육군병원에 남아 있는 일본 의료진

들은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인 노기순

이 책임자가 되어 이들을 관리하게 되었다.58) 그

는 몇 달 후 그곳을 나와, 가족을 데리고 도문으

로 돌아왔다. 노주자에 따르면 1945년 8월 해방 

당시 도문공립의원은 폐원되어 동 건물이 피난

민들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후 도문공립

의원 건물은 중국 정부에서 인수하였고 후에 의

료상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해방 후 도문에 

돌아온 노기순은 도문공립의원이 아닌 개인 의

원을 차려 운영하였다.59)

8) 해방 후 의학원 설립 및 운영기(1946.10~1957.6)

해방 후 1946년 10월은 노기순이 연변에서 의

학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시

기이다.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에서 출간한 의
료보건사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방 전후 연변지

51)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52)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53)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54)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55) 발진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위생이 열악한 군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막사열(幕 熱,camp fever)이라

고도 불렸다(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발진티푸스>상세정보 http://www.asanscience.re.kr/dept/disease/content 
View.do?icdt=HD00000074&catCd=F013&contentId=27348&dtCode=D038&dtType=A&menuId=1509).

56)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57) 같은 쪽.
58)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59)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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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의학 교육 실태와 시설의 현황 그리고 그 

시기 노기순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연변의 의학교육기관

해방 전 연변지역에는 한 개 현에 1-3개의 서

양의학병원이 존재하였다. 룡정의 제창병원,60) 

간도자혜병원61) 등이 그것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견습생을 두고 이들을 서의로 양성하였다. 그러

나 의학학교는 없었다. 

일제시대 연변지역의 의사들은 의학연구회, 한

의강습반 등을 통해 의학이론을 학습하였다. 일

본이 만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규모가 작은 

의학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개척의학원이 

그것 이었다.62) 개척의학원은 치치하르, 할빈, 길

림 세 곳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길림에 설립하

기로 한 개척의학원이 룡정으로 옮김에 따라,63) 

1940년 7월 1일, 구 간도성 일본총영사관 건물 

자리에 룡정개척의학원이 설립되었다.64) 개척의

학원은 룡정 간도성병원을 부속병원으로 가지고 

있었다.65) 1945년 3-4월경 개척의학원은 동만의

과대학으로 승격되고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였

다. 그러나 몇 달 후 해방을 맞으면서 동만의과

대학은 폐원되었다.66) 해방 초기의 인민정부는 

이를 개조하여 룡정의과대학을 세웠다.67) 

(2) 해방 이후 연변의 의학교육기관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의 관계자인 강

병두는, “1945년 9월 10일에 정규창(鄭逵昌), 김

광찬 등 일부 인사들과 민주대동맹교육위원회에 

의해 룡정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68)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규창은 1946년 9월, 학교 운영에 어

려움을 겪던 룡정의과대학에서 학생대표를 파견

하여 도문에 있던 노기순을 초청하였고, 노기순

이 이에 응하여 식솔을 거느리고 룡정으로 오게 

되었다69)70)고 회고하고 있다. 1946년 10월에 노

기순은 길림성립 룡정의과대학에 교장으로 취

임71)하면서 본격적인 의학교육자로서의 길에 들

어서게 된다. 

60) 1914년 캐나다에서 파견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병원이다. 초기 원장은 캐나다의 외과의사 S.H. Martin이었다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216쪽). 1918년 10월에는 조선 출신의 리익걸, 최관

실(세브란스), 정창성(경성의전 2회), 강덕회, 김영 등을 초빙하고 병원을 확건하였다. 제창병원은 돈 없는 환

자와 반일투쟁 중 부상을 입은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하였으며 반일투사의 비 아지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제창병원은 1943년까지 운영되었다(전광하. 룡정시병원사. 일송정 제5기. 연변교육출판사; 2002. 163-164쪽).
61) 1907년 연변에 주재하던 일본의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에서 파견된 군의가 룡정으로 와 ‘룡정간도자혜

병원’을 연 것이 시초이다. 1909년 문을 닫았다가 1918년 룡정에 있던 일본총영사관에서 의사를 파견하여 다

시 자혜병원을 열었다(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215쪽).
62)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57-358쪽.
63) 전광하. 룡정시병원사. 일송정 제5기. 연변교육출판사; 2002. 3쪽.
64)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58쪽.
65) 전광하. 개척의학원. 일송정 제3기. 연변교육출판사; 2001. 4쪽.
66) 같은 쪽.
67)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59쪽.
68) 강병두.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개교 60돐 기념출판 빛 뿌리는 발자취. 연변

인민출판사; 2006. 146쪽.
69) 정규창, 김문섭. 조선민족의 자랑 - 걸출한 의학가, 의학교육가 로기순 선생을 추억하며. 길림신문 1987년 6

월 11일.
70) 노주자에 따르면, 1946년에 중국 팔로군이 구 룡정 일본 총영사관 건물을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병자

가 많아 의사가 필요하여 노기순을 여러 차례 초청하였다. 중국군정대학 간부가 노기순을 대학교 교장으로 

모셔가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도문을 방문하던 중에, 어느 날 밤 북조선에서 차량을 보내 노기순을 납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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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룡정의과대학은 운

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병두에 따르면 룡정의

과대학은 “초기에는 사회 유지들의 경제적 원조

로 학교운영이 가능하였으나, 몇 달 후 교직원 

임금, 건물 난방, 교수 임금 지불 문제 등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72) “대학의 운영이 어렵게 되

자 성당위와 성정부, 성군구에서는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에서 룡정의과대학을 접수, 관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룡정의과대학은 1947년 4월에 동북

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 으로 개칭하였다.73) 

또한 “군정대학 의학원은 부속병원도 운영하였는

데, 부속병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야전병원을 

꾸려 당시의 해방전쟁을 지원하는 것”이었다.74) 

1948년 1월, 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이 중국

의과대학 제1분교로 개칭하였다.75) 개칭은 중국 

내 해방전쟁에 군의의 양성이 필요했던 것이 이

유였다.76) 군정대학 의학원 부속병원 관계자인 

문평은 “군의양성을 시작하면서 의학원은 물질

적 지원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77)고 진술하였다. 

이 시기 동안, 노기순은 군정대학길림분교학원 

부원장,78) 중국의대 제1분교 교수를 차례로 역임

하였다.79)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과대학 제1분교는 할

빈 의과대학에 편입되었고, 학교가 할빈 지역으

로 옮겨가면서 조선족 교원과 일부 시설이 룡정

에 남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연길에 연변

의과전문학교를 세우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1948

년 8월 1일에 꾸려졌다.80) 

(3) 연변의과전문학교의 설립(1948.10.10)
1948년 10월 10일에 연길시 천주교회당 강당

에서 연변의과전문학교가 설립되고, 노기순이 교

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군정대학에서 트럭을 보내 노기순과 가족이 룡정 군정

대학으로 이주하였고, 노기순은 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당시 정황을 회고하였다. 노기순은 도문에 

머무는 동안 연변에 남을 것인지 조선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으나, 군정대학에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 측에서 아버지는 안 된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연변에 남게 되었다(노
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의료보건사에는 1946년 노기순이 처음 교장으로 취임한 학교가 ‘길림성립 

룡정의과대학’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노주자의 진술을 수정하지 않고 함께 참고하기로 한다.
71) 노기순의 이력에는 “1946년 10월 혁명에 참가”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정식으로 국가 기관에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27쪽). 즉, 길림성립 용정의과대학에 교장으로 취임한 일을 

일컫는다.
72) 노주자에 따르면, 1946년경 노기순의 동료들 중 4-6 명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함흥의대, 청진의대, 

원산의대로 갔”는데, 이주 시점과 북한 의과대학의 설립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북한으로 

간 이후, 노기순이 이주할 것을 염려한 군대측이 노기순의 “집 앞뒤로 보초를 세우는 등 감시가 심해졌다”고 

한다(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북한의 의과대학 설립 시기는 박윤재,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

구. 醫史學 1998;12(1):61-74를 참조.
73) 강병두.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개교 60돐 기념출판 빛 뿌리는 발자취. 연변

인민출판사; 2006. 146-147쪽.
74) 문평. 군정대학 의학원 부속병원을 회억하며.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개교 60돐 기념출판 빛뿌리는 발자취. 

연변인민출판사; 2006. 662쪽.
75)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60쪽.
76) 문평. 군정대학 의학원 부속병원을 회억하며.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개교 60돐 기념출판 빛뿌리는 발자취. 

연변인민출판사; 2006. 662쪽.
77) 정규창 구술. 일생을 조선족의학교육에 몸바쳐. 허상림 편저. 연변과 더불어 60성상. 민족출판사; 2006. 8-9쪽.
78) 1947년 3월 또는 4월로 추측된다(출처: 백민성 엮음. 유서깊은 해란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79)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74쪽.
80)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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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40.7.1 룡정개척의학원 설립 

1945.3-4월 동만의과대학으로 승격

1945.8 해방, 동만의과대학 폐원

1945.9.10 구 동만의과대학 건물에 룡정의과대학 설립

1947.4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으로 개칭

1948.1 중국의과대학 제1분교로 개칭

1948 중국의과대학 제1분교가 할빈의과대학에 편입

1948.8.1 연길에서 연변의과전문학교 준비위원회 발족

1948.10.10 연변의과전문학교 설립(연변의학원의 전신)

1949.4 연변의과전문학교가 연변대학에 귀속되어 연변대학 의학부로 개정
(룡정 중국제1의과대학 자리로 이동)

1950.8 연변대학 의학부와 부속병원이 연길로 옮겨옴

1958.1 연변대학의학원

1958.8.16 연변대학으로부터 독립, 연변의학원으로 개칭

1968.11 연변의학전문학교로 개칭

1976.8.20 연변의학원으로 승급

2005.4 연변대학 의학부로 변경*

  자료원 :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57-362쪽에서 
발췌하고 재구성함. 

* 연변대학 의학부 홈페이지
http://www.ybu.edu.cn/syn/department/medicine/gaikuang/gaikuang11.htm, 2009.6.20접근

표 2. 연변의학원의 변천 현황 (1940.7.1-현재)

장으로 취임하였다.81) 연변의과전문학교는 오늘

날 연변의학원의 전신으로서, 중국 조선족의 의

학교육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육 기

관이었다.82) 학생은 동북에 살던 조선족과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조선족이었으며, 조선말로 교육

을 진행하였다. 본과생 64명, 연수생(당시 특과

생) 15명, 후보생 21명 도합 100명의 학생을 모

집하였다. 학교에는 부설병원도 있었는데, 병상 

10개, 이사 2명, 간호원 6명의 규모였으며 부설

병원의 원장은 양윤(楊尹, 한국이름 楊奉根)83)이

었다.

1949년 4월, 연변의과전문학교가 연변대학에 

81) 정규창 구술. 일생을 조선족의학교육에 몸바쳐. 허상림 편저. 연변과 더불어 60성상. 민족출판사; 2006. 8-9쪽.
82)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60쪽.
83) 양봉근(楊奉根)의 생애에 대해서는 신영전, 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醫史學 2006;14(1): 1-3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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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46.10 길림성립 용정의과대학 교장 취임

1947.3-4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 부원장 취임

1948.1 중국의과대학 제1분교 교수로 임명

1948.10 연변의과전문대학 교장으로 임명

1949.4 연변대학 의학부(前 연변의과전문대학) 제1임 의학부 부장 겸 생물화학교수로 임명
(-1957.6 사망시까지)

자료원 :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중국조선족인물
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로부터 재구성함

표 3.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한 노기순의 의학교육활동

귀속되면서 연변대학 의학부로 개정되었다.84) 노

기순은 제1임 의학부 부장 겸 생물화학교수로 

임명되었다.85) 

당시 설립된 연변대학 의학부의 여건은 열악

하였으며, 교원들 중에도 조선에 돌아가고자 하

는 이들이 있었다.86) 장일민은 “노기순은 이들에

게 연변에 남아 교육 사업을 일굴 것을 설득”하

였다고 기록하고 있다.87) 

(4) 노기순의 의학교육활동

노기순의 제자이며, 노기순에 이어 연변의학원 

생물화학교연실의 부교수를 맡았던 림경무는 

1946년 노기순이 룡정의과대학에 왔던 첫날에 

대해 “교장으로 부임되던 날 부임인사를 하면서 

칠판에 독일어로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적고”, 분발해서 선진국의 과학을 학습할 것을 

연설했다고 회고 한다.88) 

노기순의 제자와 동료들은 노기순의 교육관에 

대해, 그가 “개척정신과 탐구정신을 강조” 하여,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직접 가르쳐주기

보다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도하였고, 실험이 규

정에 어긋난 경우 즉각 교정하도록 비판하는 등 

엄격하게 교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89) 

학교는 자습능력을 배양하는 곳이오. …(중
략)… 동무들은 학교에 있는 기간에 자습하는 습

관을 힘껏 양성하여 앞으로 사업터로 간 후 독

립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

오. 한사람이 단지 학교에서 배운 저그마한 지식

으로는 결코 복잡한 의료사업요구에 적응할 수 

없소.90)

84)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61쪽.
85)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86)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87)　정규창 구술. 일생을 조선족의학교육에 몸바쳐. 허상림 편저. 연변과 더불어 60성상. 민족출판사; 2006. 10-11

쪽;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88) 림경무. 그리운 로박사선생님. 길림신문 1988년 8월 25일.
89)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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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대학 설립시기에, 세 개 학부를 통틀어 교

수 직함을 가진 이들은 의학부의 노기순과 사범

학부의 김유훈 둘 뿐이었으며91) 노기순은 당시 

연변 유일의 박사였다.92) 그리하여, 노기순이 특

히 중점을 둔 것은 대학 강단에 서본 경험이 적

은 후배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

신이 직접 교단에 올라 시범교수를 하는 한편 실

험 방법을 지도하였고,93) 특히 젊은 교원들에게 

엄격하여, 교수안을 잘 쓰지 않은 교원에게는 강

의를 취소하고 먼저 교수안을 잘 쓸 것을 요구하

였으며, 기초가 부족한 교원에게는 참고서적을 

소개해 주며 보충강의를 들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94) 

1950년의 어느날, 박재순 선생(당시 약리학교

원이었음)이 ｢화학구조와 약리작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로교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였다. 담화가운데서 로교수는 화학에 대한 그

의 지식이 매우 박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로
교수는 그에게 일부 참고서적을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권고하였다. “내보기에는 동무가 먼저 연

변대학 화학학부에 가서 보충강의를 받는 것이 

좋겠소. 훌륭한 약리학교원으로 되려면 반드시 

화학기초를 잘 닦아야 하오.”95)

1950년 8월에 노기순은 동북인민정부 교육부

로부터 2급 교수직함을 수여받았다.96)97) 그는 교

과수업 외에도 1956년에는 학술보고형식으로 청

년들을 가르치는 한편, 사망하기 얼마 전인 1957

년 4월까지도 병상에 누운 채 연변의학원 건교 

기념 학술보고회를 지도하였다.98) 

 

9) 그 외의 활동(1946.10~1957.6)

(1) 임상활동

의학교육자로 지내는 동안에도 노기순이 연변

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특이한 병세를 가진 

환자를 진찰하거나, 동료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 일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99) 훗

날 중국조선족인물전의 ｢노기순｣편을 기술한 

장일민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며 

그를 ‘신의(神醫)’로 기술하고 있다. 

(상략)… 아이의 어머니는 초조해하며 병세를 

소개하였다. 중년의사가 아이를 진찰해본 후, 다

른 의사들과 협의진단하였으나 병세가 복잡하다

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한 늙은이가 중년의사

를 따라 진찰실에 들어서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

하였다. 이윽고 아이의 병력서에 ‘결핵성뇌막염’
이라 적고는 진찰실을 나섰다. …(중략)… 이후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중략)… 

“아니, 노인이 노박사이십니까? 정말 신의이십니

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

다.100)

90)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75-476쪽.
91) 중국은 교수비준권을 국가에서 갖고 있어, 교수자격이 없는 이들은 강사로서 강좌를 맡을 수 있었다. 당시에

는 교수, 부교수가 없는 강좌가 많았다(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92) 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93)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75쪽. 
94) 같은 책. 476-477쪽. 
95) 같은 책. 476-477쪽.
96)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97) 당시 중국 인민정부는 교수의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급은 북경,상해 소재 대학의 원로교수에게 주어

지는 것이었다. 노기순은 연변대학의 유일한 2급 교수였다(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17쪽).
98)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76-477쪽.
99) 같은 책. 476-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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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주머니가 목에 낚시줄이 걸린 아이를 이

끌고 와서 …(중략)… “선생님, 이 애가 낚시줄을 

삼켰는데 낚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오직 선생님을 찾아야만 낚시를 뺄 수 있다기에 

수소문해서 찾아 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빼주십

시오.” …(중략)… 자세히 보더니 “거 누구 집에 

가서 주산을 얻어오시오!” …(중략)… 주산을 가

져오자 그걸 부셔 알만 훑어내서 낚시줄에 한알

한알 꿴 후 살살 흔들었다. 주산알이 낚시줄을 

타고 어린애의 목구멍에 내려가 낚시코에 무슨 

작용을 했던지 낚시줄을 살살 당기니 낚시코가 

입으로 빠져나왔다. …(하략)101)

(상략)… 연변의학원 부속병원의 소아과주임 

황기영 선생은 몇 년간 위병으로 고생하다가 …

(중략)… 하지만 그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위병이 대체 어느 류형에 속하는지 확진

해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황선생이 땀투

성이 되어 로기순 선생의 사무실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으면서 신음소리를 내였다. “로박사 선생

님, 저는 더 견뎌낼수 없습니다. 저를 좀 봐 주십

시오!” …(중략)… 그 당시에는 의료설비가 구전

하지 못하다나니 로기순 선생은 여러 방면으로 

국부진찰을 한 후 마지막에 종합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분석결과 황선생의 병이 위암이란 

결론이 얻어졌다. …(하략)102)

 

노기순은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도 참여하였

는데, 당시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위원회 제1 

서기인 주덕해의 요청에 따라 극산병, 관절병 등 

고한지구에서 발생하는 지방병의 종합예방치료

방안을 만들었다.103) 

(2) 정치협상위원회(이하 정협) 등 사회활동

중국조선족인물전에는 6.25전쟁 시 그가 관

련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의학

계 동료들과 함께 미국의 침략행위와 세균전쟁

을 성토하는 내용의 연합성명을 발표”하였으

며,104)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선에 참여할 “약 

900여명의 의료 인력을 길러내어 전쟁을 지원하

였다.”105) 고 기술하고 있다.

노기순은 말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표로서 활

동하였다. 윤종주의 기록에 따르면 노기순은 1952

년 8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주 인민 정협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54

년 8월에는 길림성인민대표로 선출되었다. 1956년 

8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정협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12월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2기 인민대표로, 1957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과학기술보급협회 주석에 선출106)되었다.

10) 노기순 사망(1957.6.7)과 그 이후

노기순은 1957년 6월 7일 밤 10시 40분에, 연

변의학원 부속병원의 253호 병실에서 향년 64세

의 나이로 사망하였다.107) 사인은 심장 및 뇌혈관 

동맥경화증, 그리고 신장 기능 상실 이었다.108)

그는 임종 전에 자신의 시신을 연변의학원에 

맡겨 학생들에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100) 같은 책. 470-471쪽.
101) <신의>로기순박사. 백민성 엮음. 유서깊은 해란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97쪽.
102)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472쪽.
103) 같은 책. 473-474쪽.
104) 같은 책. 479쪽.
105) 같은 쪽.
106) 로기순교수생평.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2쪽.
107)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108) 윤종주의 증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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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하였고,109) 후에 시신 일부가 병리표본으로 

연변의학원 병리표본실에 진열되었다.110) 그러나 

현재는 연변의학원 병리표본실에 장기 표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11) 장기 일부를 

기증한 후, 가족들은 연길 연변대학 뒷산에 그의 

묘지를 만들고 시신을 안장하였다.112) 

노기순이 사망한 이후 1960년대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기로, 연변의학원과 교직원들은 이 시

기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의료

보건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6

년 5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학술계, 교육

계, 신문계, 문예계, 출판계의 자산계급반동사상

을 비판하고 이들 영역의 지도권을 탈취”해야 한

다는 통지를 발표한 이후 연변의학원의 당 간부, 

교직원 일부가 우파로 지명되면서 연변의학원도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113)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연변의학원의 교수인 정규창은 ‘반

우파투쟁’의 움직임이 그보다 이른 1956년경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114)

윤종주에 따르면, 사망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노

기순 역시 문화혁명 시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

며, ‘일본 제정시대’의 활동 등이 그 내용이었

다.115)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기순의 가족

들은 빈궁과 정치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1965

년 6월 부인과 1남 5녀가 일본으로 이주하였다.116) 

관련자들의 면담과 정황적 사실들에 근거해 

볼 때, 해방이후 노기순이 겪었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일제식민지 시기의 친일적 

행위 여부이다. 또한 이 부분은 일본인 부인, 일

본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및 연구 경력 등이 연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문화혁명과 반우파 투

쟁에서 그에게 문제가 된 지식인, 조선출신, 그

리고 일본유학경력, 일제지배 하 만주에서의 진

료활동과 일본인과의 결혼이다. 이들 사안들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의 기록을 추적해보면 

적극적인 친일 정치활동, 적극적인 항일 정치활

동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임상의사와 의학

교육자로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것이 

해방 후 그가 친일파, 우파 등으로 몰려 극단적

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몹시 높았던 조건임

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해방 후 연변지

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노기순은 

그가 사망한지 30주년이 되던 해인 1987년에 중

국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그에 대한 재평가의 내

용이다. 

이후 1978년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전

109) 윤종주 엮음,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
110) 백민성 엮음. 유서깊은 해란강반. 연변인민출판사; 2001.
111) 2009년 2월22일-26일 연변의학원을 필자(신영전)가 방문하여 해부학주임에게 문의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병리표본으로 되어있는 노기순의 장기 사진을 노주자가 보관하고 있다. 
112) 훗날 노기순의 묘 에 4남 노강신(1962년 사망)의 묘가 쓰여졌다. 1982년 노기순의 묘지자리가 연변 학원 

마당으로 정되어, 1983년에 연변 학 뒤 북산(北山)에 이묘를 하 다. 1988년 연변 학에 노기순의 동상이 

세워지던 때에, 노기순의 화장한 유골 일부와 부인 오카지마 도시코의 머리카락을 함께 동상 으로 옮겨 

묻었다. 노기순 유골의 일부와 4남 노강신의 유골은 재 일본의 청엽원(靑葉園, 埼玉縣 大宮  三橋 5-934)

에 모셔져 있다(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113)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66-367쪽.
114) 정규창 구술. 일생을 조선족의학교육에 몸바쳐. 허상림 편저. 연변과 더불어 60성상. 민족출판사; 2006. 12쪽.
115) 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7쪽.
116) 노주자 인터뷰. 200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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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선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반우파투쟁’시 우

파로 지명된 인사들 역시 ‘평판’을 통해 복귀하

거나 재평가 되었다.117) 윤종주에 따르면 “당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는 노기순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의학박사로서 개업을 한 데 대해, 그의 

활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의

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좋은 여건

을 마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의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배출한 점을 근거로 진보적 세계관을 가

진 인사라고 평가를 내리” 고 있었다.118) 이러한 

평가는 중국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평

가이기도 하다. 의료보건사는 1978년 4월 연변

의학원에서도 문화혁명 기간에 박해당한 간부 및 

교직원(전체 교직원의 33.4%)들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작업”이 시행되었으며 동시에 

연변의학원이 승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19)

1987년 6월 7일, 노기순 서거 30주년 행사가 

열려 노기순의 자녀 노주자, 연변대학원의 교직

원과 학생,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도자와 당 간

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노기순의 제자인 

윤종주 교수가 노기순의 생전 논문을 모아 로
기순교수서세삼십주년 기념집을 엮어 노주자에

게 전달하였다.120)

일 년 후인 1988년 8월 27일, 연변의학원 건교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연변의학원에서 노기순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연변의학원의 관계자들이 

동상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노기순의 자녀 노주

자가 형제들로부터 건립비용을 모금하였다. 동상

은 연변의학원 기초학부청사 동쪽 편에 세워졌

다.121)122) 

길림신문, 연변일보 등 조선족 언론에서 

노기순 서거 30주년 기념행사와 노기순 동상 제

막식 등을 자세히 보도하였고, 노기순의 동료 교

수와 제자들은 그의 생애를 정리하였으며 그를 

추억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다. 이러한 자료

들이 정리되어 1990년에는 중국조선족인물전
책자에 노기순의 생애가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신의>로기순 박사는 중국 조선족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역사인물로서 노기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조선족 뿐 만은 아니었다. 규슈제국대학 유학시

절 노기순과 같은 교실에서 수학하였던 동료 우

에다 아키라(上田 彰)는 1991년(平城 3年) 9월 20

일,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동창회지에 ｢盧基舜 の 

こと｣라는 글을 발표하여 노기순의 생애와 규슈

제국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소개하였다.123)

3. 맺음말

1) 노기순의 활동

노기순은 1893년 황해도에서 출생하여, 조선총

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를 졸업하고 관비생으

117) 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7쪽.
118) 같은 글. 9쪽.
119)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의료보건사. 민족출판사; 2005; 370쪽.
120) 로기순선생 서거 30돐 기념의식 연길서. 길림신문, 1987년 6월 9일.
121)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0.
122) 중국에서 개인의 동상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은 것으로, 연변의학원에 노기순의 동상을 세우기로 한 것은 

당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느냐’는 시비가 이는 등 사회에 반향을 일

으켰으나, 노기순의 동상이 세워진 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연변대학에서도 연변대학 부원장을 지낸 림민호

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윤종주 녹취록. 2009년 2월 25일. 23-24쪽).
123) 上田 彰. 盧基舜のこと. 九大医學部同窓会誌 學士鍋 1991:80 別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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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의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1929년에 다시 일본의 규슈제국대학에 연구생으

로 입학하여, 생화학자인 고다마 게이조 교수의 

지도하에서 ｢요산염에 관하여｣, ｢알란토인의 비

색정량법｣, ｢알란토인효소에 관하여｣, ｢신생아의 

뇨, 임신부의 뇨 및 양수중 알란토인의 함량｣ 총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32년 1월 19일 일본 

규슈제국대학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생화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이석

신과 더불어 조선 생화학의 선구자였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노기순은 꾸준히 

임상활동을 이어 왔다. 노기순은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이후인 1917년부터 임상활동을 

시작하였다. 졸업 직후에는 조선총독부의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1921년부터 일본유학

을 떠나기 전인 1928년까지 황해도 일대에서 병

원을 운영하였다.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도 

조선으로 돌아와 목포, 부산 등지에서 개원의로 

의술을 펼쳤다. 개원 시절 조선인으로서는 드문 

의학박사로서 주목을 받았다.

노기순은 1936년 만주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첫 

이주지인 목단강 국제의원과 도문시 공립의원의 원

장으로 재직하였다. 노기순은 훗날 교수로서 학교

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특이한 병세나 진단이 어려

운 환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진찰을 맡기도 하였다.

오늘날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는 교육자로

서 그리고 ‘연변의학원의 창시자의 한 사람’,124) 

‘창건 초기 영도인’125)으로서 노기순의 삶을 높

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1946년 10월 길림성립 

룡정의과대학 교장에 취임한 이래로 용정의대 

교장, 군정대학 길림분교 의학원 부원장, 중국의

대 제1분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48년 10월에

는 연변의학원의 전신인 연변의과전문대학의 초

대 교장, 연변대학 제 1임 의학부 부장 겸 생물

화학교수직을 차례로 지냈으며 사망하기 전까지 

교수로서 의학교육에 힘썼다. 

2) 변경사(邊境史)로서 노기순의 생애

노기순은 생애의 첫 20여년은 조선에서, 그 다

음 20여년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그리고 마지

막 20여년은 중국에서 보내며 64년의 생애를 마

쳤다.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진출은 의학 유학 때

문이었고, 그리고 조선에서 중국으로의 이주는 

의료진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의사라는 신분이 노기순의 삶의 공간을 결정하

는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노기순의 활동은 각각 조선, 일

본, 중국이라는 국가적 배경 하에서 이해될 필요

가 있으며, 그가 이룬 각각의 성과들은 오늘날 

한국, 일본, 중국 각 국가의 보건의료사적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그가 일제 하 식민국가의 의사로

서 관비생 신분으로 의학 유학을 하고, 공의(公

醫)로서 활동하였으며, 조선총독부병원과 만주국 

국제병원으로의 파견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일제가 식민국의 통치 수단으로서 의료 인력을 

육성, 활용하였던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또 초대 교장으로 룡정의과대학의 운

영에 참여한 사실은, 해방된 공간에서 초기 단계

의 의학교육체계가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에 의

료인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노기순의 생애가 가지는 의의는, 그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이 당시 조선과 일본, 일본과 

124) 정규창, 김문섭. 조선민족의 자랑 - 걸출한 의학가, 의학교육가 로기순 선생을 추억하며. 길림신문 1987년 6
월 11일.

125) 노기순 동상에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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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

다는 것이다. 노기순은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며, 

일본인 아내를 두었고, 훗날 중국인으로 사망하

였다. 그는 일본에서 공부한 생화학자이면서 동

시에 조선인이었다. 또 중국 국민이자 조선족이

었다. 그의 일제 하 활동은 훗날 중국 문화 혁명

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이후 그의 업적

이 재평가 되는 과정 역시 중국과 일본의 긴장관

계의 완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여러 나라의 역사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접경

지 또는 변경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이름을 ‘노기순(한국식)’으로 기술해야 하

나, 아니면 ‘로기순(중국 조선족식)’, ‘루지순(Lu 

Jishun, 중국식)’으로 기술해야 하나? 그는 조선인

인가? 중국조선족인가?126) 그가 연변의과전문학

교의 창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중국 조선족

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조선인을 위한 것인

가? 노기순의 생애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지리적 영토의 범위와 국적의 문

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

런 점에서 그의 생애는 일제식민지 전후 시기의 

선구자적 연구자, 임상의사, 교육자의 생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보건의료사의 ‘변경사

(邊境史)’, 또는 조선, 중국, 일본사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역사(transnational history)’의 존재를 확

인시켜준다.

색인어 : 노기순, 연변, 연변의학원

126) 노주자는 면담에서 “아버지는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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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활    동

1893.2.2 조선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에서 출생

1901.4-1907.3 조선 해주 벽성의숙 (소학교) 졸업

1907.4-1910.3 조선 해주 사립해동학교 졸업1)
1911.4-1915.3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 졸업2)
1915.4-1917.5 일본 규슈제  의학부 졸업

1917.6-1918.9 조선 경성 총독부의원 소아과의사

1918.9-1920.7 조선 경성 세 란스의학 문학교 소아과 강사3)

1920.7-1927.12 조선 안악철산병원 원장
(황해도 옹진군, 황해도 안악군,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임상활동)

1928 황해도 평산군 남천읍 공의公醫 로 근무

1929.7-1931.6 일본 규슈제  의학부 생화학과 연구생

1931.7-1932.1 일본 규슈제  의학부 내과학 교실 의사

1932.1.19 39세로 의학박사학  취득  

1932.1-1934 조선 라남도 목포 명치정과 황해도에서 연이어 의료 활동

1934-1936.6 조선 부산시 소아과의원 원장

1936.7-1941 만주국 이주,  
목단강시 국제의원 의사

1940 룡정 개척의학원 방문, ｢천연두와 막사열｣ 학술보고

1942-1946.9 도문 공립의원 원장

1942-1944 길림성 의학회 부회장, 동만의학회 고문

1946.10-1948.10
길림성립 용정의과 학 교장, 
군정 학 길림분교 의학교 부원장, 

국의  제1분교 교수 차례로 역임

1948.10-1949.3 연변의과 문학교 교장

1949.4-1957.6 연변 학 제1임 의학부 부장 겸 생물화학교수 임명5)
1950.8 동북인민정부 교육부로부터 2  교수직함 수여  

1952.8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인민 표 회 표, 주 인민정부 원으로 선출

1954.8 길림성 인민 표(人大代表)로 선출

1956.8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정  원으로  선출

1956.12 연변조선족자치주 제2기 인민 표(人大代表) 선출

1957 연변조선족자치주 과학기술보 회 주석에 선출

1957.6.7 병으로 인하여 향년 64세를 일기로 서세(逝世)
1987.6.7 노기순박사 서거 30돐 기념행사가 연변의학원에서 열림

1988.8.27 연변의학원 40주년 기념 노기순 동상 제막식 

자료원 : 윤종주가 작성한 로기순교수생평. 로기순박사적족적(卢基舜傳士的足迹). 1993을 우리말로 옮긴 것임. 
일부 자료를 추가, 보완하 음. 추가 자료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3일
2) 서울 학교의과 학동문회. 서울 학교 의과 학동문회 회원명부. 2002.2.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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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Life of Dr. RO Kishun, a Reflection of Modern Korean Medical History of the Borders

SHIN Young-jeon*  and PARK Se-hong**

RO Kishun was born on February 2, 1893 in Ongjin County, Hwanghae Province of Joseon Korea. He 
graduated from the Medical Training Center, a campus associated with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Hospital, in 1915, and from Kyushu Imperi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1917. He continued his 
medical study at the university in 1929, majoring in biochemistry, and earned a doctorate in medicine in 
1932. Dr. RO, one of the earliest pioneers in Korean biochemistry, was active in his research, publishing 
four studies in the Japanese Journal of Biochemistry between 1931 and 1932. After returning from Japan in 
1932, Dr. RO opened a medical practice in Mokpo and Busan, port cities situated on the southern tip of 
Korea. Later in 1936, he moved north to Manchuria (northeast China) to practice medicine at the 
International Hospital in Mukden (present-day Shenyang). 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umen Public 
Hospital between 1942 and 1946.  

When Japan signed unconditional surrender bringing World War II to an end, Dr. RO relocated to 
Yanbian and began providing medical training to ethnic Koreans. In October 1946, he was appointed dean of 
the First Branch School of China Medical University in Longjing, and in October 1948 the first dean of 
Yanbian Medical School, the predecessor of Yanbi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r. RO dedicated his life to medical practice, teaching and training students, and mentoring younger 
faculty. A brilliant clinician, he also inspired and helped his colleagues with his outstanding ability to 
diagnose and treat patients. He w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Yanbi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O Kishun died on June 7, 1957 at age 64. Ethnic Koreans hailed him as Sinui (神醫) (literally, the 
physician of God), and a bronze statue of himself was erected in front of the medical college in 1988.

Dr. RO's life brings modern historians' attention to the issue of determining geographical territories and 
nationality, in that his life unfolded at the borderlands or frontiers of Joseon Korea, China, and Japan, where 
the history of the three nations met and intermingled with one another. He was a biochemist and researcher, 
practicing physician and medical professor of the era under Japanese Rule and the one following it. In 
modern Korean medicine, his life is viewed as a history of the borders, or a transnational legacy going 
beyond individual history of Korea, China, and Japan.

Keywords: RO Kishun, Yanbian, Yanbian Medical School

 * Department of Preventive Health,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Institute for Community Health,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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