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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review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Method : We searched document abou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We used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https://www.law.gov.kr) to find the revision of the act.

Results :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and the law was revised four times in total.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the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was not only expanded, but also the establishment and rol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were extended. Specific descriptions of Korean medicine 
technology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and laws that are less effective should be revised and the rol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Conclusion : For the future of Korean medicine, in-depth consideration is needed on how to foster ori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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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의약육성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다양한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한의약

(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

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뿐

만 아니라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은 한의계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제정

되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에 한의사 제도가 최초로 규

정되었으나, 이후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산업재해보

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공중보건의, 군의관 배제 등 

제도권에서 소외되었다.1) 이 중 특히 1977년 의료보험

제도에서 배제된 이후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방의료

정책백서’를 집필하는 등 관련 자료 수집과 대처방안 

마련에 힘썼다.2) 이후 ‘의료보험 한방수가 산정 기준안’

을 제출하거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등 

의료보험에 한방의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실

제로 1980년대 ‘총결산 좌담회’에 따르면, 한방의료보

험, 국립한의학연구소, 한방군의관, 한방공중보건의, 맹

인안마사 문제, 침구사 문제, 한약업사 문제, 약사법 문

제, 국가고시과목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1993년 시작된 ‘한의약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운동’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에서 7가지 내용의 ‘대정부 촉구안’을 결의하게 하면서 

한의약육성법 제정의 추진동력이 마련되었다. 한약분

쟁으로 더 잘 알려진 해당 사건을 통해 당시 보건사회

부 내 한방의료담당관 설치, 한방 의료보험제도 정착,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실시 등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함께 한의계는 10여년간 지

속적인 노력 결과로 2003년 한의약의 전반적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제정이 이루어졌다.3) 이는 그동안 

다중의 의미로 혼용된 한의학 관련 용어 및 정의를 ‘한

의약’과 ‘한약’을 포함한 한의약 관련 법적용어로 정의

하고, 한의약을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계기였다.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한의약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에는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포괄하는 방향

으로 개정하면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한의학을 전통적인 학문

으로 제한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4), 한의약육성

법을 근거로 5년마다 한의약 종합 육성을 위해 수립되

는 범부처 계획 또한 목표 대비 실 투자율이 낮아5) 법

률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 속에 한의약육성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

므로 한의약육성법은 폐기해야 한다6)는 극단적인 주장

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국무원에

서 중의약 조례를 만들어서 중의약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후에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중의약을 육

성하기 위해서 2017년 중의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7) 

법률 제정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늦어졌지만 ‘중의

와 서의를 함께 중시한다’는 ‘중서의병중’ 원칙을 위생

업무방침 중 하나로 결정하고, 서의와 대등한 의료체제

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법률에 담아

내었다. 그 결과 중국의 중의약 관련 주요 지표들은 9

년 만에 2배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연혁과 현

황, 제한점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자료원

본 연구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2003년부터 2022

년 7월까지 발표된 국내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를 활용

하여 한의약육성법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을 이용해 

개정 및 현황정보를 수집하였다. 다만, 타 법률의 개정

에 따라서 용어 변경 등으로 개정되는 ‘타법 개정’의 경

우는 반영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시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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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주요 내용 입법의원

1차
(2007.10.1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국가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가능
•한의약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정부

2차
(2011.7.14.)

•‘한의 의료행위’ 용어 정의 확대
- 한의약의 정의 중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

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
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함

윤석용, 최영희

3차
(2012.10.22.)

•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체계 및 단어 정리 정부

4차
(2019.6.12.)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일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한의약진흥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확대

-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
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
설함

남인순, 기동민, 
송옥주

Table 1. 「한의약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개요

현재까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크

게 한방의료 행위 정의의 확대9)10)11), 한의약진흥원 설

립 및 역할 확대12)13) 2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각 각의 내용에 대한 국내 논문과 보고서, 신문 기사를 

통하여 법률 개정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전체 연구원에게 공유하고 한의약육성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 중 유사

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한의약육성법 개정현황

1) 개요

한의약육성법은 2003년 제정 이후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 외에 총 4회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Table 1).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의 

통합 등을 위하여 법률이 개정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한방 의료행위 정의의 확대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 제2조

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

다고 명시되면서 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한

방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은 제시

되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후 헌

법재판소에서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

이나 치료행위”로 처음으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

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헌재 1996. 12. 26. 93헌자65). 

이에 근거로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

약의 정의 중 의료행위를 전통적인 역할에 한정해서 표

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공식적

인 문건에서의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

다. 한방의료담당관실 민원답변(2004년 12월)에 따르

면 한방의료 행위를 “한방원리에 의한 전문지식을 기초

로 하여 진찰, 검안, 투약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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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

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법원에서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

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 11945 판결), 한의약육성법을 근

거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

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

원 2006. 6. 40. 선고 2005누1758 판결).9)10)

하지만 한의학은 실용학문으로 사회, 문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 한

의약 관련 기술이 현대화됨에 따라 의약 분야와 혼재되

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

의 의료의 정의를 과거에 전통적인 의료행위만으로 국

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한을 구분하는 

기준을 전통에서 유래하였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기에는 

현대 의료행위의 특징이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전통에

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한의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가하

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를 폭

넓게 해석하는 것이 2011년 개정한 한의약육성법의 취

지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모든 의료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문적 기초나 진단방

법, 치료방법의 특성 등에 따라 명확하게 의-한 의료

행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상호 중첩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의-한 포괄적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적

절하다. 실제로 의과의 모태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의

학-전통의학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의사들이 진료

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1)

3) 한의약진흥원 설립 및 역할 확대

제13조(한약진흥재단) 조항은 이전의 한약진흥재단에

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적용되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 조

성과 한의약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

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 

2015년 12월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산)과 전남한방산

업진흥원(장흥)을 조직⋅인력을 통합하고, 한의약정책

본부(서울)를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하

지만 그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가 명칭과 부합하지 않

았으며, 한약사(韓藥事)만을 위한 재단이라는 오해를 유

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설립 목적을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에서 한약사와 한방의료행위, 즉 약재

와 치료를 포괄하는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였고, 

설립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보다 명확히 하

였다.12)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업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고, ‘한의약육성발전종

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

개발 관리 사업’과 같은 업무를 추가하며 이를 위한 운

영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명칭변

경과 함께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있던 한약진흥재단 

업무를 한의약육성법에 명시하여 한의약 관련 정책⋅
제도,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한약 안전관리, 산업 등 육성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기관을 활용하여 한의약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했다.13)

2. 「한의약육성법」 발전방향 제안

한의약육성법의 목적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 촉진

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의약 정의에서 ‘과학적으로 응

용⋅개발한’을 포함하여 한의약이 과거 전통적으로 내

려오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제반 

기술을 포함한다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

다. 이러한 법의 목표를 한의 의료현장에서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1) 한의약 기술범위 구체화 필요성

먼저 한의약 기술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

하다. 한의약육성법은 전반적으로 “한의약 기술”에 대

한 과학화⋅정보화 등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 한의약기술을 정의하고 있지만 구

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제시하고 있다. 별

표에서는 한의약기술의 범위를 한방의료관련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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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세분화하고 있다. 

별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범위에 과학기술

의 발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방의료기술 표준화’와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

기술’이 ‘한의약공공보건기술’에 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자체의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추진 현실화

다음으로 법에 제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잘 실행되

지 않는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는 국가는 한의약 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4차례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지역계획을 수

립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시책을 세우

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 수립 및 

추진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체계

로 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제시하고 

있어 한의약육성법의 지역계획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

여준다. 또한 한방임상센터의 경우에도 설치에 대한 근

거만 법률에 제시하고 있을 뿐 선정, 운영, 평가,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명

시할 필요가 있다.

3) 한의약진흥원 역할 강화

마지막으로 한의약진흥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2018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하여 기관의 법적근거

가 마련되었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한의약 소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 비임상센터(GLP)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등의 위탁생산을 위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의 의료서비스의 근거

구축을 위하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으

며, 조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외탕전실 평

가인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기술을 위

한 기초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

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

서 제시된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 평가하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기관 및 역할 분배가 필수

적이다.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정

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의 보

다 명확한 근거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부

금이나 기타 수익금과 같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 한의계가 다양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한 노

력의 결과다. 특히 한약분쟁(한의약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 의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로 

인해 한의계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자

각하게 되었고,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주요 한의약 

관련 정책을 도출하였다. 한의약육성법도 그 정책의 추

진 결과로 제정 되었다.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당시 한의계가 제시하였던 대부분 정책 과제는 현실화 

되었으나 미래 한의계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영역을 성장⋅확장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것 또한 현

실이다. 법은 제정이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의약육성법의 20년 세월을 보면서 법은 개정을 통해

서 진화⋅발전하기도 퇴보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20년이 지난 오늘 시점은 국

민건강증진과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지난 시간 동안 행해진 제정과 개정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고 되돌아 봐야한다. 그 결과를 

반성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여 한의약육성법에 체

계적으로 담아내어 법적 환경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으며, 

한의약도 법과 정책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

다. 한의계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

재의 법을 토대로 한의약육성법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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