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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행정에서 국가의 정책흔선이 어떤 사회적 결과를 

야기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사례로 1993년의 한약 조 

제권 분쟁을 선택하였다. 한약 조제권 분쟁은 보건사회부가 1993년 4월 

‘약국에서늠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늠 약사법 시행규칙을 삭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 문제에 주무부처인 보건 

사회부， 타 국가기관， 주요 이익단체인 대한 약사회와 대한 한의학 협회， 전 

국 한의과/약학대학 학생회 연합， 대한 의사협회 등이 가세하면서 1 여 년에 

걸친 공방 끝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의 중재로 한약 조제권， 

의약 분업 등의 원칙 등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약사법 개정이라는 사안을 둘러싸고， 주무 부처인 

보건사회부 이외에 타 정부기관， 이익집단， 여론 시민단체 듬이 개입한 정 

부의 정책결정과정 (policy-making process)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 

다. 한 국가의 보건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로， 입법과정에서부 

터 광범위한 공식적 · 비공식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 

히， 이들 사안에 관련된 주요 이익집단인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 

한의사협회 등은 전문가 집단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보 

건 일반에 있어서 이들 집단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가 

는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 

타 국가정책 속에서 보건정책만이 가지는 특이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약조제권 분쟁은 국가가 보건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행위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의 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 

적으로 밝혀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나타난 한약 조제권 분쟁의 실질적인 결과는 국가의 보건정책 

결정환경에 대한 지배능력 (governability) 상실， 정책결정과정의 주도권상 

실과 분쟁조정 기능의 미비로 인한 정책발표의 번복과 비일관성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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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건사회부의 자 

의적인 법적용，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보건사회부 내 의사소통의 부족， 

교육부， 검찰 등 타 국가기관과의 정책협력 미비， 이익집단과의 공식적 의사 

소통채널 부재 등을 지적하려고 한다. 

1. 서 론 

문제제기 

본 연구는 1993년 l월 30일 약사법 시행규칙의 삭제 발표로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한 양약 간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한의사회와 약사회 간의 분쟁과 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에 중 

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이 분쟁에서의 국가의 역할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자율 

성의 상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관련 

부서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시기에 비경제적 관료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국 

가의 힘과 권위가 체질화된 행정환경을 어떻게 활용했고 이런 활용이 가져온 부정 

적 결과에 주목한다. 결국 한약조제권 분쟁은 역사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을 안고 

있는 문제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역사적 유산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은， 한약 조제권 분쟁은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강한 

국가 권력에 안주하여 닥쳐오는 중대한 정책 과제의 해결을 미루어 온 보건 행정 

의 복지부동 사례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화 이후 이런 과거의 실책이 분쟁을 더욱 

부채질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적정한 국가 공권력 상질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산업화 시기 한국 관료의 동적인 모습을 분석하고， 경제영 

역에 관련된 관료조직과 비경제조직에 관련된 조직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연 

관되어 있으며， 어떤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런 분석틀에 입 

각하여 민주화 이전 한약 조제권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어떻게 민주화 이후 나 

타나는 분쟁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또한 보사부의 예상행정 부재가 가져 올 문제점 

을 지적한다. 이런 1993년 이전의 분석을 바탕으로 1993년에 일어난 분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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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보사부가 어떻게 국가행정 권위를 상실해 갔으며， 이것이 갖는 민주화 이 

후 한국 사회의 국가 권위 문제에 대한 함의를 지적한다. 

2，분석의틀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한국관료제체제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동화라는 

독특한 제도적 변화를 거쳤다고 논한 바 있다. 공동화란 국가가 강력한 산업화의 

과제를 급속히 달성하면서 관료조직이 통상 이해되듯이 관료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관료적 성격 즉 법 준수， 전문성 , 외부와의 절연성 , 예측가능성 등이 상실되는 현 

상을말한다 1) 

1) 필자는 상공부의 사례 연구에서 공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상공부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인사 

과정， 정책결정과정， 집행과정에 주목하고， 이것이 상공부 조직의 성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산업화 과정에서 상공부 조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 

적인 것은 대통령의 후진성 (backwardness)에 대한 인식과 이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급 

박성 (urgency)임을 밝히고자 했다. 급박성의 인식은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 및 집행 과 

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상공부의 조직 운영 방식과 상공부의 관료적 

성격 변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대통령이 갖고 있먼 후진성과 급박성에 대한 인식은 과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속도전으로 나타났다， 최고지도자의 이러한 개발 과욕은 조직에 다양한 압력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우선 의사결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써 자율적이고 상향적 (bottom-up) 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의존성은 최고지도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소위 외부 야생마들의 행정과정 무시 현상 

을 초래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의사결정 방식은 대통령의 선뢰를 획득하기 

위한 고위 관료들의 경쟁을 야기하였고， 이는 잦은 문책성 인사와 함께 행정의 정치화 

현상을 가져왔다. 둘째， 급박한 의사결정 과정은 상공부 관료들로 하여금 대외 정보 원 

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수출 목표 달성에 대한 집념이 관료들로 하여금 수출 시행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과 밀 

접한 관계를 갖도록 한 점이다 이런 기업과 관료의 혼재 현상은 관료 개인과 특정 기 

업의 개별적 접촉이라는 제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인해 행정의 자의성과 상황적 결정 

을 불가피하게 했다. 특히 수출 목표 중심의 행정은 분명한 목표제시라는 측면에서는 

관료에 대한 평가와 통제의 기준이 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수출을 위해 각종 규 

율의 이완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조장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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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대통령 중심의 급박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조직 간의 경계를 허물어 이들 사이 

의 제도화된 관계정립을 어렵게 했다 또한 상공부와 같은 정부조직 내의 수준에서는 

부내 조직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의 특정과 급박한 산업화에 대한 의욕은 인사 

정책의 측면에서 실적주의와 지역주의의 교묘한 배합으로 나타났다 즉 실적주의에 기 

초하되 특정지역 인사의 요직 집중을통해 정책의 효율성을도모함과동시에 높은중앙 

집중성과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상공부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영남지역의 인사 

가 하위직과 상위직을 불문하고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은 상공부 내 비영남 출선들에 

의해 비공식적 모임으로 감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상공부 내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 등 여타 사회 

조직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역으로 이들이 상공부에 침투하는 수단과 경로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이런 침투는， 앞서 언급했듯이， 급박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이마 

구조적으로 관료와 기업의 혼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와 같 

은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수출 실적이 미진한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와 목 

표달성 실패 등에 따른 잦은 징계와 빈번한 인사 교체는 조직의 안정성을 파괴하였다. 

의사 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급속한 경제 개발은 집행과정에서 결정의 잦은 변경과 

채택을 초래했고， 그 결과 원칙에 대한 강조보다는 설정된 목표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 

여 달성하려는 실용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잦은 의사결정 변경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특정한 개별기업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는 특수주의적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 

어졌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관료와 기업의 혼재 현상이 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연된 특수주의와 위로부터 강조되는 급 

박성， 선례가 없이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정책 결정 

과 집행 과정에서 애매성의 여지가 많았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첫째， 합볍적이고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경우， 둘 

째， 합법/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애매하게 집행되는 경우， 셋째，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관료와 기업간의 접촉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과 개별 관료가 정책을 매개로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는 자의적 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칠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안정되고 자주적인 인사과 

정， 개별기업이 아닌 업계단체와의 관료들의 제도화된 접촉 기제， 하의상탈식 의사결 

정， 공무원의 자기통제 등에 의해 자의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대조를 이룬 

다(하용출 1994. 492-93) 

결론적으로 인사 측면에서의 형식적 실적주의는 실제적인 지역주의에 의해 실효성을 

상설하게 되었고， 과도한 목표설정과 급박한 집행은 행정조직의 대내외 경계를 매우 흐 

리게 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 조직은 산업화를 통해， 자체의 관료제적 성격이 과도한 

목표와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해 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공동화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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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경제 중심적 분위기와 경제행정과 관료 주도의 행정적 풍토가 비경 

제 행정에 준 영향이 무엇인가이다. 행정 내용의 특성상 경제분야에서 벌어진 상 

황이 그대로 비경제행정 조직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행정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관심을 받았던 경제분야 행정 조 

직과 활동에서 보사부 등 여타 행정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행정 목표이다. 경제개발， 즉 양적 성장이 우선 

인 분위기에서 분배나 복지행정에 주어지는 우선 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즉 보 

사행정이 갖는 국가 목표에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2차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둘째， 경제개발과정이 초래하는국가중심적 사고와행위， 즉국가 

의 강력한 힘과 이에 대한 저항의 약화는， 국가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사회적 분 

위기와 맞물려 강한 국가의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렇게 경제행정에서 창출된 강한 

국가 이미지는 단순히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행정 분야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부서는 직접적으로 국가 경제정책 집행을 도움으로써 

국가주도의 행정적 분위기를 강도 높게 흡수，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내무 

부 등) , 다른 부서는 약한 정도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보사부의 경우 바로 후자 

에 속한다고 본다. 특히 의료행정의 경우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강한 국가의 이 

미지가 이 규제 행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 

반적으로삼엄한국가권위가존재하는분위기 속에서 보사부의 규제 행정에 대한 

저항은 일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화 과정의 다른 측면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잦은 기업과의 접촉으로 인한 

관 경 혼재현상이다 이런 경제행정에서의 혼재 현상은 비경제행정 분야에도 유사 

하게 나타나며 이를 합리화하고 문제시하지 않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반적 

으로 경제행정에서 주도되는 혼재 현상은 보사행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혼재현 

상을 합리화하거나 문제시하지 않는 분위기를 자아낼 가능성이 높다. 행정의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보사 

부형 관 사회 혼재는 눈에 띠지 않으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혼 

재 현상을 포획 (capture) 현상， 즉 국가가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의 희생물이 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단순한 포획이 아니라 삼엄한 국가 권 

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하용출 2005 , 18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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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배경으로 형식적인 자율성을 띠면서 즉 완전한 포획된 모습을 피하면서 실질 

적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를 떨 가능성이다(사공영호 1998 , 116-117). 

이런 상황에서 보사부의 규제 행정의 경우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에 노력하기보 

다는 현상유지와 갈등의 섬화를 미봉책으로 막아가는 현상유지 입장을 취할 가능 

성이 높다. 삼엄한 국가 권위와 밀착된 피규제 단체와의 관계는 새로운 정책 개발 

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료의 배경이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 

피규제 기관과 연계되는 경제관료의 유형도 가능하나， 보사행정의 전문성에 비추 

어 전문적 훈련의 동질성에 기반한 피규제단체원들과의 연계가 더 중요화되면서 

학연과 전문성이 혼합된 연결 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한약조제권 분쟁을 국가론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국가주도의 분위기가 보사 행정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약 조제권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압도적인 국가주도의 분위기는 보사행정 관료틀에게 규제 행정과정에서 대외적 

압력을 피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 속에 안주하면서 규제행정 과정에서 나타 

나는 미래 행정 수요의 능동적 파악을 연기 내지는 외면하도록 하였다. 즉 한약 조 

제권 분쟁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용하여 행정의 현설에 

안주했던 정부부서의 대표적인 복지부동의 사례로 파악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경제행정 분야의 공동화를 1차적 공동화로 규정 

한다면 국가주도적 분위기가 종식된 이후 급격히 나타나는 2차적 공동화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1. 보사부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민주화 이전 

보사부와 정부 전체의 한약 업종에 대한 자세는 대체로 소극적이었지만， 상대적 

으로 양약과 양약사에 편중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이런 양약에 편중된 

시각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일본 식민지 기간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 

했던 한의학은 해방 이후 조선의학회의 구성 등을 통해 재건을 시도하였으나 서양 

의학의 지배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의학의 열세는 1950년 

2월 한의사가 배제된 보사부의 보건의료 행정법안에서도 잘 나타났다 그 후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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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료법에서 한의사 제도를 삭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950년의 경우나 1961년의 경우 모두 한의사 제도가 부활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한의사 제도의 배제가 시도되었으며 이런 시도의 이면 

에는 양약 중심적 사고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또 1953년 약사 

법 제정에서 보사부의 법안에 한약종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에서 다시 나타났 

다. 국회에서 논란을 계속했으나 결국 한약사 규정은 채택되지 않고 약사법의 한 

조항으로 한약종상의 한약 처방이 인정되었다. 약사법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던 한 

약조제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 조제권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해 애매한 성격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최초의 약사법에서 한약제조권은 애매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다. 이런 상황은 당시 한의사의 정치적 힘의 미약， 사회적 인식의 미발달， 약사의 

수적 우위， 보사부의 친 양약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던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전 

직 보사부 관리가 “약사법은 양약에 대한 법이지 한약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2) 

이런 이면에는 전동 의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한의학의 학문적 개발 미비， 한 

의학계의 이익집단 조직의 취약성 등에 기인한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중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근대 의학에 접목되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민속 처방적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되어 양의학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의 파괴를 

근대화의 시발로 삼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한의사를 약사법에서 제외한 것은 

이런 의식을 반영하는 극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약 조제권의 문제는 단 

순한 법적인 문제나 영역권의 문제를 떠나 산엽화에 따른 전통의 처리 문제와 밀 

접히 관련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보사부의 약정 담당 관료들 역시 한국 사회 전반 

에 팽배하는 근대화 이론， 즉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근대화에 따라 전통은 소멸한 

다는 사고를 견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고는 그들 대부분이 약사 출신이라는 배경 

적 요인과 어울리면서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일제 시대 이래 

한의학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문화의 부진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전통을 파괴하거나 소멸시킨다는 생각은 적어도 한국적 상황 

2) 이하 한약조제권 분쟁에 관한 일지적 자료는 이달곤 1996 , 158-196: 선상문 유동렬 

2002 , 41-71: 주요 일간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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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70년대에 이르러 국민소득의 증가가 오히려 국민들의 

한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한의학과 

한약에 대한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약사의 증가에 따른 경쟁의 심화， 한 

약사의 증가 등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런 새로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보사부의 일련의 입장과 조치， 해석 등은 보사 

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한방 붐이 일자 약사들은 사적으로 한방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한약 취급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1974년 7월 한약사들은 

약사들의 한약조제의 약사법 저촉 여부를 보사부에 질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 

사부의 답변은 약사들의 한약 조제권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약사들의 한 

약취급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약사 출신인 보사부 관료들이 약사들에 

게 유리하게 결정했다는 사실 이외에 전문성을 앞세우면서 객관적으로 전개되는 

행정환경， 즉 한약 수요의 증가와 이의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했다 

는점 등을시사한다. 

한의사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약사들의 한약취급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분위기는 국회가 행정부를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사의 한약임의 조제는 위법이고 현재의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하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 

했다 국회는 1975년 제94회 정기국회의 부대결의 (1975. 12. l7)에서 “약사법 제21 

조 제 l항에 규정한 약사의 의약품 제조권은 대한약전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공정서나 의약품에 수제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사，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한약을 임의 조제하거나 한방요법으로 진단까 

지 하고 있는 약사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감독함과 동시에 대한약사회로 하여금 여 

차한 위법행위를 아니하도록 자율적 규제를 하여 약사윤리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 

고 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사항이어서 보사부는 대한 약사회와 국 

립보건연구원장 등에 이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는 선에 그쳤다 

이후 국회는 1976년. 1975년의 부대 결의 사항을 성실히 집행할 것， 동서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잭을 마련할 것， 대한 한약제조사항을 대한약전에 

새로 추가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사부의 대응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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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의 한약취급 단속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더욱이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1976년 이후에는 한약업사시험 실시를 보류하는 한편， 1977년 이후에는 시험 

공고를 한 뒤 이를 취소하여 시험준비생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지적한 친 약사 정책과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차등적 

대응과 자세 뿐 아니라， 약한 국회의 결정이 법제화되지 못한 당시의 상황과 이를 

이용한 보사부의 안일한 대응이다. 즉 보사부는 새롭게 증가하는 한의학과 한약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처， 동서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라는 국회의 건의를 쉽 

게 무시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막강한 공권력의 위세를 배경으로 보 

사부 관료들의 배경에 일치하는 정책을 지속하였다. 이는 이후 1990년대 약사법 

개정을 둘러 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약발전안이 나오게 되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보사부 행정의 무사안일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런 무사안일 경향이 

강한 국가공권력의 배경에서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한약업사 제도의 폐 

지를 염두에 둔 시험 실시의 보류 등은 이런 배경이 아니면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공권력 남용의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보사부 약정행정이 완전히 약사들에 의해 포획되었다고 주장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약사들의 반발이 세어 약사들의 한약조제 단속이 소홀히 

이루어졌으나 한의사들의 반발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한 양 

약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1980년 3월 22 

일 약사법 시행규직 제 11조 l항 7호。1 다. 제7호는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얼핏 보아 잘 이해가 가 

지 않는 이 조항에 대해 보사부 전직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 약무제독과장이 머리를 짜서 애매모호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싸움을 

말리면서，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만든 조항이다 거대한 약사단체의 압력과 한의 

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약사와 한의사를 동시에 달래는 조항으로 묵시적 동의 

하에 생겨난 것이다 (중략) 송정숙 보사부 장관은 이것을 두고 “깃럴하나로 태산 

두 개를 받치고 있었던 조항”이라 했을 정도다 3) 

이를 두고 한의사협회는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 

3) 전 보사부 관리 K씨의 증언: 익명 대담， 20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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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정반대로 약사회는 “재래식 한약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약국의 한약조제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 한약 취급을 계 

속하는 구설로 사용했다. 

이런 보사부의 “잔꾀”는 위의 관료의 증언대로 당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상당 

한 황금분활선으로 여겨졌던 것 같고 마치도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보사 

부의 중요한 금기사항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사부 약제과는 재래식 약장 이 

외의 약장 설치에 관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보사부 약제과가 법무 

부등 해당 부처에 보낸 공문은 “ .. 오래 전부터 재래식 한약장이 아닌 약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약장의 형태를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 완성을 못보고 있어 계속 

권장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면서 처별 적용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4) 보 

다 구체적으로 한의사회가 보사부에 낸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보사부는 비용 

을 이유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보사부는 또한 1970년대 후반 국 

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가된 한방의 과학화 문제에 대해 약장 대체가 약사의 한약취 

급 불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한약의 과학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한약의 과학화를 위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1981년 보사부는 한 · 양방 일원화와 한약업사제도 폐지를 통한 의약일원 

화를 시도하며， 이와 함께 침술사 제도의 부활을 결정한다. 1982년 보사부는 약국 

조제지침서를 마련하고 약사의 한약조제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보사부의 행정 행태는 바로 정치적 상황이 공개적 투쟁 형태를 취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친약사적 정책을 펴면서도 

한약사의 이익을 완전 무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애매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위 전문행정가(약사출신)틀의 “전문성”이 보 

사부의 약정행정을 오히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장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문적 지식의 노예가 되어 전통의약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능동적인 조 

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가주도형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권위 활용 

에 전 사회가 빠져있고， 정치적 권위주의 하에서 공개적인 이익표출의 어려움을 

보사부 약정 관료들이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 

상 이와 같은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행정 환경의 변화 

4) 보사부 약제 : 1446-4339 , 1980년 4월 7일자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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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문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한약 조제 

권 분쟁은 단순히 199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미 오랜 동안 불씨를 키워왔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장기간의 엉거주춤한 

미봉행정은 겉으로 국가의 권위와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상 

은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 이미 그 심각성이 오래된 문제였다. 따라서 거시적 

으로 볼 때， 한약 조제권 분쟁은 의료체계의 정체성이라는 국가 전체의 문제를 규 

제행정을 담당한 보사부의 약정관료들이 독점한 채 문제제기를 제대로 적기에 하 

여 미래 지향적인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 노력을 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 경제행정 분야가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기 

업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정부 침투를 불가피 

하게 했다면， 보사부의 약정행정의 경우는 이런 국가권위의 그늘아래 중대한 정책 

과제를 연기하도록 했으며 이런 연기는 애매한 조항의 설치에 의해 유지되면서 심 

각한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약사행정은 형식적인 균형 속에 보사 

행정의 미래적 공동화를 안고 있는 앞서 지적한 2차적 공동화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111. 공동화 현상의 발현: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사건의일지 

(이하의 일지는 신문에 따라 1일정도의 오차를 보일 수 있음.) 

1993. 1. 30.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시행규척 개정안 입법예고 

1993. 3, 5 시행규칙 관보 게재 

1993. 4. 4. 개정 시행규착 시행 

1993 , 5, 10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청원안 심의 및 약사볍 개정에 대한 대정부 질 

의 실시 

1993 , 5, 13 , 국회 보사위 ‘약사의 한약조제 · 판매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 5, 20 , 보사부 전국 11개 한의대에 요구사항 적극 반영통보 

1993 , 5, 21 보사부와 민자당 당정협의 「한방의료발전방안」 결정 S) 

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에 대해 한의사들은 불쾌하지만 수용한다. 한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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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31 ‘한의대 수엽 정상화’ 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보사부 약사법 개정 추 

진계획 및 발표 

1993. 6. 7.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 설치. 

1993. 6. 23 사정당국(대겸) 약사법 개정경위에 대한 수사 착수. 

1993. 6. 25. 약국 집단 휴업 

1993 6 30 보사부 약사법 개정추진 위원회 발족 

1993. 8. 20. 약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993. 9. 3. (1)약사법 개정 시안 발표(제6차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1993 9 14 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1993. 9. 14. 경실련 한약분쟁 해결위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1993. 9. 16. ‘한약조제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경실련 주재) 구성 

1993. 9. 17 교육부 한의대생 3 ， 153명 l학기 유급 확정 

1993. 9. 20. (2)조정위원회 대원척에 합의. 

1993. 9. 26. 검찰 약사회장 직무대행 구속 

1993. 10 1 보사부 관련단체 의견서 접수. 

1993. 10. 8. (3)보사부 약사법 개정 확정안 발표. 

1993. 10. 21.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의결 

1993. 10. 22 국회 보사부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 국정감사 실시 

1993. 10. 26. 정부 약사법개정안 국회상정. 

1993. 11. 23. 국회 보사위 약사법 개정안 심의착수. 

1993. 12. 6. 국회 보사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섬의 착수 

1993. 12. 13.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1993. 12. 17. 약사법 개정 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거시적분석 

위의 일지가 보여주듯 구체적이고 공개적이며 투쟁적인 한 양약사 분쟁은 

1993년 윌 5일 보사부가 전격적으로 약사법 제 11조 제 l항 제7호 “악국에서는 재래 

은 약국한약조제금지가 빠졌다고 반발， 의협은 의료일원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 

어야 한다고 주장， 약사회는 한의계에만 유리한 방안을 수립했다며 보사부를 비난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 ‘보사부 내 한방의료 전담기구 설치 ‘한의학 발전위원회 설치 

*한의학 연구소 섣치 ‘한의사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임용추진 *한의사들에게 의료 

기사지휘감독권 부여 ‘한방의보범위확대 ‘국럽한의학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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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한약장외에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안을 발표하면서 한의사 측의 강한 반발로 촉발되었다. 이렇게 촉발된 한약 조제권 

분쟁은 1993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보사부 약정당 

국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전대미문의 분쟁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분쟁과정의 상세한 기록과 분석은 이미 정리된 바 있다(김순양 1994a, 

375-402; 김순양 1994b , 1407-1427; 김범진 1994; 박천오 1993 , l33-152; 박천오 

1999 , 239-259; 이달곤 1996; 신상문 외 2002; 이승우1994).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분석은 한약조제권 분쟁을 민주화 이후 벌어진 이익집단간의 투쟁으로 이해하고， 

단순히 보사부의 무사안일과 전략부재를 비판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의 연 

구들은 관료기구와 환경으로서의 이익단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면서 주로 이익단 

체의 입장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연구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이익단체에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수 

동적 주체로서만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여 정 

책실패가 야기된 원인으로서 관료기구 자체의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관료기구의 대외적 취약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관료기구는 여전히 목표 

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지지의 자원과 양을 판단하고 그 동원을 위한 전략을 짤 

수 있으며， 국가의 선호와 수많은 다른 사회적 선호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자체가 관료기구의 병리현상과 정잭실패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실패의 원인으로서 관료기구의 병리현상 

에 초점을 맞추고 한약 조제권 분쟁 사례를 다루려고 한다. 

이를 좀 더 부연하자면 민주화와 국가의 역할 문제와 연결된다. 겉으로 보기에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익집단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과연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필연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강 

도가 반드시 발생했던 것처럼 가열된 형태로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이익집단의 분 

쟁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가 이전보다 공개적인 이익집단의 갈등의 표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부 

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주화가 항상 분쟁을 수반한다는 논리에는 이의를 제기 

한다. 민주화란 정상적인 조정과 타협 과정을 거쳐 이익을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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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화에서 국가의 역 

할이다. 많은 논의들이 민주화 과정에서는 마치 국가의 역할은 부차적이 되고 모 

든 것이 국가 밖에서 진행되어 국가는 이를 반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 

이 있다. 한약 조제권 분쟁에 관한 기존의 분석이나 논의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사 

부， 즉 국가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념적이거나 이 

론적인 문제， 즉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은 바 

로 민주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상호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보사부가 한약 조제권 분쟁을 권위주의적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미봉책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런 타성이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지 

속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자율성， 나아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 

한 국가 조정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이후 한국사회에 만연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 

뢰 상실에 기여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가 공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이익집단의 분쟁이 한 

약 조제권 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열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설추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익집단 간의 치열한 다툼은 민주화 발전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에서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보사부의 대처 방식을 분석한다. 거시적 분석은 

보사부가 민주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구태연한 자세를 보였는가를 밝히 

고 이런 대처가 궁국적으로 문제를 보사부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정부 전체의 문 

제로 비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비화된 과정에 주목한 

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보사부가 이전의 유산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사부가 계획했던 약사법 개정안과 전혀 다른 방안으로 귀착 

되었고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양 그룹의 신뢰를 상설하는 과정을 분석 

한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런 공동화의 발현은 1993년 보사부가 애매한 균형 조항인 

1980년의 약장대체 조항에 손을 대면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91년 11월 한의사회가 보사부에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 l항 제7호(악 

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를 개정할 계획 

을 묻는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보사부는 “최근 일부에서 사실무근인 유언비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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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뜨려 국가정책을 오도케함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사실 

이다. 또한 보사부는 이전과 같은 잔꾀를 부려 1992년 6월 보건복지부령 제891호 

를 통해 위 조항은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에서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 

으로 바꾸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구태의연한 행정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면 한의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약사회의 입장을 교묘히 강화하려 

는 의도를 그대로 틀어내고 있다. 

이런 태도는 1993년 l월 30일 위 약사법 시행규칙， 즉 재래식 한약장 조항의 삭 

제를 포함하는 일부 개정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노태우 정부 

에서 김영삼 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이틀 앞둔 2월 23일 장관의 결재를 받아 2월 25 

일 이를 확정하고 3월 5일 공포한데서 나타났다. 보사부는 개정 설명에서 이 규정 

이 91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된 사항이고 설효성도 없으면서 불필요한 

법적시비를 일으키는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법령정비차원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보사부가 한의사회의 문의에 대한 회신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해 법령개정을 하여 사실상 한의사회를 기만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또 

한 보사부가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 

한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했다는 점도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주의 내지는 특정 이 

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 앞서 중 

요한 것은 보사부가 이미 1993년에 와서도 이전 권위주의 시절의 행정행위를 지속 

하면서 아무런 분쟁을 예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방적 

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 

치적 과도기 상황을 이용하려는 단순한 전술적인 사고이다 6) 정권교체기의 혼란 

을 통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행정자세야말로 구태의연한 자세의 극치로 볼 수 

있다 

이런 보사부의 조치에 대해 중앙파 지방에서 한의사회의 반발이 거세짐에도 불 

구하고， 보사부는 동 조치가 당연한 것이며 법적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약사법 개정에는 하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을 강변하고 나섰다. 

6) 전직 보사부 고위 관리의 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2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다시 검토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전에 처리해야 한다. 장 

관도 교체기에 정신이 없었으며 급하니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재가 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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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보사부의 입장이 끝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의사회의 국회보사위원회에 대한 약사법 개정 국회청원과 약사회의 약사법개정 

반대청원을 시점으로 약사법 문제는 보사부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의대 

생의 농성과 휴업사태등으로 이제 문제는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개입하는 범정부 

적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3년 5월 13일 국회 보사위는 약사의 한약조제 및 판매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하는 한편 5월 21일 보사부와 민자당 당정협의는 “한방의료발전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5월 31일에는 한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리게 되고 동 

일자로 보사부 약사법 개정 추진계획이 발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 

한의대 내에 한약대학의 설립 등 한의사회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묵살해왔던 보사 

부가 한의학연구소 설립을 통한 한의학 발전 장기계획의 조속한 수립 계획을 밝히 

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정국에 한의학 및 한의약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학 담당과와 한의학 담당국 설치를 연구키로 하였다. 송정 

숙 보사부장관은 처음으로 의사， 약사， 한의사 간의 전문영역이 존중되는 방향으 

로 약사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의학의 비중에 대해 언급하였 

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던 보사부가 드디어 한약연구 

소와 한약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까지 나가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보사부 내에서 묻 

어두었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면서 보사부의 원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점이 보사부의 오랜 무기력과 타성이 빚어낸 보사부 

자율성의 침해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되기 시작한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 

라 한의사회는 보사부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투쟁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보사부는 드디어 1993년 6월 7일 약사법 개정추진 위원회를 설치 

하였고 대검은 약사법 개정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동년 9월 3일에는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약사법개정 시안이 마련되었다. 동 개정안은 한약 

조제권을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 한정하고 약제 범위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50~ 100여 종의 처방으로 국한했으며 의약분엽은 의사와 약사는 2년 후 한의사와 

약사는 5~7년 후 법 개정을 통해 실시키로 하였다. 그러나 동 시안은 나오자마자 

한의사회와 약사회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게되었다. 대체로 친 약사적 입장을 견 

지하던 보사부가 이제는 약사회로부터도 불신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회와 약사회 모두가 반발하자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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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측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결정 

하였다. 보사부도 한의사와 약사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모두 수리할 방침과 약 

국폐업시 수퍼마켓 등에서의 필수 약품 판매 실시를 발표하였다. 경찰청도 집단시 

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보사부 차관이 분쟁 악화의 책임을 

지고 교체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제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문제가 범 정 

부차원으로 진전되어 보사부의 자율적 결정은 더욱 어렵게 됨을 의미하였다. 

이런 강경한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자 약 

사회와 한의사회는 폐업과 무기한 농성， 무기한 휴업으로 맞서 한치의 양보도 보 

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9월 14일 한약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 

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 

경실련은 한약 조제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0일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는다. 이 주요 골자는 한방의약분업실시 시기를 3년 내로 하고， 한 

방의약 분업실시 형태는 한의사 한약사로 하며， 약사의 임의조제는 분업시행 후 

금지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첩약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도 합의되었다. 이 안은 

보사부 개정안과 비교할 때 분업실시가 보사부 안이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유보 

한다는 것에 비해 구체적이고， 분업실시 형태도 한약사 - 한의사로 하여 이원화된 

점， 약사의 한약임의 조제 범위가 기존 한약취급약사에 대해 100종 미만으로 인정 

하는 보사부 안에 비해 분업시행 후 금지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합의 후에도 약사회는 한약사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일부 지역의 약사회가 

휴업에 돌입하면서 9월 24일에는 경실련 중재안의 무효를 선언하게 된다.9월 24 

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에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강경대처를 천 

명한다. 이에 정부는 약사회장 직무대리를 구속하는 한편 약사회 간부를 소비자보 

호법， 공정거래법， 업무방해죄를 동원 공권력을 동원한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보사부는 10월 8일 약사법개정안 최종안을 경실련 중재안의 일부를 수용하 

여 발표하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분업 형태는 양방은 의사-약사， 한방은 한 

의사 - 한약사로 하여 의료 체계의 이원화를 수립하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안과 달리 최종안은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하지 않고 원칙적으 

로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약사 및 법시행 이전 약대 재학생에게 응시 자격을 

2회 부여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한 약사 중섬의 입법예고안에서는 93년 6월 

이전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을 평생 한약 취급자격으로 인정한 데 반해 최종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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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만 인정하고 2년 안에 한약조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방의약 분업실시 이전 한약을 취급한 약사만 50~ 100여 종 

의 기초한약 임의 조제가 가능토록 한 것을 최종안에서는 한약사，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로 한정하였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보사부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지적한대로 보사부가 구태의연한 

자세를 견지한 결과 사태가 점점 보사부를 떠나，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로 문제가 

파급되어 나갔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약분쟁이 보사부에서 정부전체의 문제로 비 

화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회의 경우 누적된 보사부에 대한 불신으로， 약사회의 경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좌절감으로 인해 이익단체들이 더욱 과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부의 조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불필요하게 공권력 

이 사용되었음을 말한다. 

둘째， 이와 함께 중요한 함의는 이익단체의 대 보사부 및 대 정부 불신이 공권 

력에 대한 신뢰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한의사회와 약사회 간의 분쟁은 극단 

적인 상호 적대감을 전제로 전개되었고. 그 이변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어진 이익집단의 싸움은 

비이성적이고 비타협적인 극단적 수단과 상식을 초월하는 상호비방전으로 치달았 

다 이렇게 볼 때 민주화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에 있어서의 공권력의 의미를 

재고하여야 한다. 즉 이익집단 간의 이익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공권력의 존재와 이에 대한 신뢰가 존재해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이런 고려 없이 한약 조제권 분쟁을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의 

정치화 사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약분쟁사례는 결코 민주화 이후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이익집단이 활성화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약사법개정 

최종안 자체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 

완전한 타협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타협과정이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었다. 

셋째， 이런 관점에서 경설련의 개입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 없 

다. 비록 경실련이 양극 대치 상태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노력은 의미가 있을지 몰 

라도， 이를 공권력의 정당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보변 경실련 타협안은 정부의 1차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안된 상황， 즉 공권력에 대한 극도의 불신 상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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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공권력 대체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경실련의 개입은 정부와 국회의 

정상적인 이익 조정 과정의 보조적인 의미를 떠나 정부의 역할을 떠맡는 의미를 

띄고 있다. 이는 공권력 부재， 즉 앞서 제기한 공권력 공동화를 보여주는 적합한 

현상이라할수있다. 

넷째， 보사부의 입장에서 보면 누적된 문제를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 

인 약사 행정관료들이 교묘하고 애매한 그러나 약사에 치우친 상태로 한의사회와 

의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미규제 정책만을 펴고 미래 예상적 정책개발행정을 연기 

한 결과 행정의 공동화， 즉 문제가 보사부의 손을 갑자기 떠나면서 조정능력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의학이라는 전통 의학의 정체성에 대한 

일방적 무관섬에 따른 정책 대비의 미비가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것 

은 애당초 보사부가 법기술적인 입장에서 한의사회를 무시하던 입장과 약사법개 

정안의 최종안과의 격차에서 잘 드러난다. 한약과 양약，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연기해온 결과 보사부는 자신들의 입장이 서기도 전 

에 외부의 힘에 의해 현실을 인정하는 극단적인 자율성 상실을 경험해야 했다 

다섯째， 한약조제권 분쟁이 보여주는 것은 극단적인 공권력의 우위와 전문가 행 

정관료가 연계되면서 전문성을 빙자한 무사안일주의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사부의 경우 한의사회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 약사회에 포 

획당하지 않는 모습을 견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공권력의 분위기 속에 

기본적으로 친약사정책을 펴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가능했던 

강한 공권력 행사 분위기를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교묘하게 활용해왔 

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정치환경의 변화와 함께 오히려 가속적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3 미시적분석 

위의 거시적 분석이 보사부의 선뢰 상실 과정을 개괄하고 이런 신뢰 상실이 보 

사부의 위상 추락과 행정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면，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구체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일어난 상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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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자의적 법해석， 입법과정 절차 등)의 무시 

보사부는 문제의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약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했다 

는 입장이었다. 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를 들어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 

에 사용되는 것， 사람 등의 구조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 

는 것， 또는 대한 약전에 수재되었던 것 중에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 으로 정의 

하고 있고， 한약은 당연히 그 사용목적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있음은 물론 그 성분 

들이 약리작용에 있으므로 의약품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한의사들 

은 현 약사법의 제2조 제4항에서 의약품의 범위를 규정되었고. 5항에서는 별도로 

한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해석상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에 

한약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중 보사부는 약사법 제 

2조 4항 및 21조 l항에 의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을 대한약전에 수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전에는 양약 뿐 아니라 한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사는 한약을 포함해 모든 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였 

다 오히려 이후 검찰에서 약사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모법자체가 모호해 유권해석의 논란을 가지고 있었던 법안이었으나 보사부는 이 

것을 적절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개정을 강행했던 것이었다. 

원래 한약 조제권에 대한 약사와 한의사간의 업권다툼은 60년대부터 시작되었 

는데 원래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 

다’ 는 시행규칙은 한의사회쪽의 청원을 받아들여 75년 국회 부대결의 (약사의 한 

약임의조제를 엄격히 단속)와 76년 부대결의 이행 촉구에 따라 80년 시행규칙에 

삽입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보사부는 곧 ‘재래식 한약장 철거비용’ 등을 이유로 

“약국의 한약조제를 단속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시 · 도에 보냄에 따라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91년에는 ‘약사의 한약조제를 단속해줄 것’ 을 요구 

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은 입법취지 

에 비추어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를 상징적으로 규제하는 뜻을 답고 있어 한의사 · 

약사간의 영역다툼을 막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집행의 편이 

성 때문에 시행규칙을 삭제했다는 보사부의 입장은 법집행기관으로서 보사부의 

권위를 포기한 모순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사부의 행동은 관련 이 

해집단과 다른 정부부처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보사부의 정책결정역 

량에 대해서도 의심을 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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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법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결정과정을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것도 

한약 조제권 분쟁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월 30일 보사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의약품 대중 광고의 사전심 

의제 실시의 의무화， 화장품 및 의약 부외품 허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 

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보사부는 시행규칙 제 1항 제7호인 ‘약국에서 

는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를 삭제한다는 사 

실을 일반에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보사부는 92년 6월 약사볍 기행규칙 전면 개 

정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제 11조 제 l항 제7호 문안수정을 반대하는 한의사 협회의 

건의를 받았으나 ‘그럴 계획이 없다’ 고 입장을 밝혔고7) 4월 4일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때까지 한번도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았 

다.2월 22일 장관 결재시에는 요약지에 한약장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으 

나， 보사부의 입법예고 후 한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2월 18 

일)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되었다. 

2) 조직내 의사소통의 부재 

송정숙 보건사회부 장관은 언론인 출신의 비전문가 장관이었다. 보건사회부 장 

관의 비전문가 임명은 대략 70년대부터 보건사회부가 전문부서로서의 지위를 상 

실하고 장관직이 정치적 배려를 위한 임명직으로 간주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송 보사부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한약 조제권 분쟁 사태가 터지면서 

미처 행정업무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태 해결에 매진해야 했다 8) 따라서 

7) 하지만 92년 12월 대한 약사회의 의견서는 요청하면서도 한의사회에는 전혀 기회가 주 

어지지 않았다 당초 개정규칙의 삭제작업도 11월 약사회의 약업사 지위 보장에 관한 

청원이 의결됨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 약사회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발생했다-

8) 송 보사부장관은 취임 후 업무파악에 바빠 시행규칙의 개정에 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3월 중순 차관， 기획관리실장， 약정국장 등에게 차례로 ‘시행 

규칙 보류’방안을 물었으나 이들 실무자들은 “당초 삭제이유보다 더욱 분명한 법규개 

정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4월 중순 다시 송장관은 실무자들에게 철회 또는 유보할 수 있는지를 자문했으나 반대 

가 거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5월 11일 국회 보사위에서 보사부의 업무보고 중 한 

약조제물의와 관련해 이사관(2급) 약정국장이 부이사관(3급)으로 강등된데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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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교체와 비전문가 출신 장관의 임명은 국장급 중간 관료와 장관과의 의사소통 

을어렵게했다고볼수있다. 

당시 약정국장 직무대리였던 신석우 전 약정국장은 약사법 개정작업을 가장 적 

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l월 30일 입법예고에 앞서 장관의 결재를 받 

을 때와 개정령안을 공포하기전 결재를 받을 때 모두 이 조항삭제를 결재기안서의 

주요골자에 넣지 않았다 9) 따라서 보사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령안 공포를 위한 

결제기안서를 보면 개정되는 조항을 주요 골자로 분류한 내용 중에 문제의 11조 

l항 7호는 삭제계획이라는 사설조차 들어가 있지 않았다 10) 이에 따라 주경식 기 

획관리실장과 박청부 전 차관 등은 약국의 한약장 설치 금지조항이 삭제되는 사실 

을 모른 채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11) 이에 대해 신 전약정국장은 5월 임시국회의 

답변을 통해 “입법예고기간 중 한의사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사태가 이 

렇게 심각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후에 검찰 조사에서는 약정 

국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의견조회 공문이 없었다고 답변했다12) 하 

의원들의 질문에 송 보사부장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여 국회의원 

들의 칠타를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송장관의 비전문성과 엽무파악의 미비를 볼 수 있다 

9) 결재서류에는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 이 때문에 선 전약정국장은 이 조항 삭제에 따른 파문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고 생 

각되지만 의견조회공문요청이나 공청회는 임의규정이어서 구체적 직무유기혐의를 적 

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금품로비에 관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해 검찰수사에서조 

차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11) 10월 22일에 진행된 국회 보사위의 국감에서 장기욱 위원장은 “보사부 공문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한의사회의 건의사항을 다룬 문 

건이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보사부가 계속 함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 

다. 이에 대해 신 전약정국장과 박청부 전 차관은 “볍제처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다 “과에서 만든 자료다 “담당계장이 만든 자료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여야의원들 

이 이 문건이 어느선까지 보고됐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 신 전약정국장은 “장관의 재검 

토 지시로 통상적 결재채널인 기획관리실장， 차관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 

다”고 답변했다 

12) 하지만 한 보사부 관계가는 그가 안필준 장관이 물러나기 이틀 전 개정령안 공포 결재 

기안서를 올라면서 안장관이 내키지 않아하자 “장관께서 결재를 안하셔도 신임장관으 

로부터 반드시 결재를 받아낼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국민일보』 

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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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와 같은 그의 답변은 92년 11월 한의사협회의 문제제기로 사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바， 보사부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13)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안필준 전 장관이 퇴임하 

기 이틀 전인 2월 25일에 확정되면서 정권교체기에 적절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는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한 것이었다. 

3) 조직간 의사소통의 부재 

조직 내 의사소통의 부재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조직 간 의사소통 

의 부재이다. 실제로 한약 조제권 분쟁이 초반에 전 국민적인 관섬사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바로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와 이에 따른 집단 유급이었다. 하지만 

보사부는 약사들의 한약 조제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면서도 약대의 관할부서인 교육부에 어떠한 협의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사부와 교육부의 업무 비협조는 한의대 학생들과 약대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 

한 대책의 마련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났다. 

보사부와 정 당 간의 의 견조율도 문제가 되 었다. 최 수병 보사부 차관은 6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개정이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에 빌려 이뤄칠 수는 없다고 

시행규칙 재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시행규칙개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 

뤄졌으며 재개정이 사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민 

자당의 고위관계자는 25일 개정과정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시행규칙의 시정을 촉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보사부차관은 9월 6일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는데 그 이유 

로 정치권일각에서 문제의 시행규칙을 원상회복하는게 어떻겠는냐는 의견이 나왔을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되받는 등 정치권에 입보였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한의학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송 보사부장관과 함께 사태해결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최 보 

사부차관을 9월 이후 확대되어가는 이익집단들의 대립에 책임을 묻고 경질시킨 것 

은 보사부 내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조치였다(~국민일보J 09/08). 

국회는 63년 약사법 제정 이후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에 대 

13) 실제로 개정 작업 중 l월에 가졌던 고위간부정책협의회에서조차 문제조항의 삭제여부 

가 보고되지 않아 간부틀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사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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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관행상 별 문제가 없다’ 는 이유로 명확한 법개정은 미룬 채 부대결의만을 

하는 등 처음부터 이 문제를 회피하기 한 노력만을 해옹 터였다. 8월 말까지 실제 

로 국회에서 한약 조제권 분쟁에 있어서 한 일이라고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 

최한 것뿐이었다. 그러다가 9월 약사법 개정시안이 발표되고 조정위원회에서 경실 

련이 건의한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쪽 수정안 

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조정위원회 가 두 이익단체의 이견을 해소해 

정부쪽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국회로 넘길 경우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되 그 

렇지 못할 때에는 정부안에 대폭 손질을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약 조제권자의 인정기준을 보사부안과는 달리 일부 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한약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한약취급자격을 주는 방향으 

로 수정해 이를 보사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입 

장i'한겨레신문~ 09/20). 하지만 11월 23일 보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등 

을 거쳐 “개정안을 한번 더 걸러오라”든지， “국회는 법제화만 할뿐인데도 국회에 

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관련단체의 합의안을 올리라 “장관이 꼭 통과시키겠다 

는 의지가 있다면 개정안을 개정하라”고 동조하면서 보사부를 압박했다. 이렇게 

보사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개정안은 25일 공개 논의없이 법안심사소위에 

곧바로 넘겨졌다 국회보사위는 12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의약분업 시기만 고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민자당은 처음부터 ‘당사자 해결원칙’ 을 들어 보사부의 적극적 문제해 

결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자당으로서는 한약분쟁에 끼어드는 것이 백해무익 

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민자당의 당론은 이미 약사법 개정안중 한약사 제도는 

원안대로 회기 중 처리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때문에 약사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반발에 시달리자 민자당내부에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말 것을 내부적으 

로 결정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약국의 휴업사태와 한의대생 유급사태에 대한 입장 

은 밝히면서도 한약 조제권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쉽사리 정리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사태를 법 -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풍토를 정립 

시키기 위한다는 근거를 들어 공식적인 의사표명이나 개입을 자제했다. 또한 황인 

성 총리는 한의학의 고유영역과 약사들의 본래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을 처리해야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단지 불법적 집단 이기주의는 용인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주무부처인 보사부에 정책결정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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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일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다른 기관들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을 자 

제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책임회피적인 속성을 띄고 있거나 오히려 보사부 

의 책임감있는 정책결정행위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관료 

기구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보호막은 없애버리고 최소한의 부처 

간 정책조정도 상설된 상태로， 타기관들도 주무부처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이익집단이나 여론과 같은 입장에서 주무부처를 압박했던 것이다. 결국 주 

무부처인 보사부는 최소한의 정책협조도 받지 못한채 그 자신도 계속해서 정책의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4. 결과 • 정책결정의 주도권 상실: 정책결정의 비일관성과 번복 

한의대 학생들이 전면 수업거부에 들어가고 논란이 거세진 5월 13일에 와서도 

국회 보사위 개최 공청회에서 보사부는 시행규칙의 재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 

수했다. 하지만 6월 l 일 ‘한의대 수업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 에서는 관련단체의 

전문영역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과 2주전 

에 했던 발표를 뒤집었다 보사부의 입장은 적법한 절차대로 결정되고 시행된 시 

행규칙을 재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약 

사법 모법의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한약 조제권 분쟁의 논 

의를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9월 3일에 입법예고된 약사볍 개정을 시안을 두고 보사부는 9월 4일 합의된 개 

정안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놓은 최선의 방안이므로 약사와 한의사들 

이 어떤 강경책을 들고 나오더라도 개정시안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 

이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9월 8일 보사부 장 

관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약사법 개정방향은 9월 3일 발표된 정부의 개정 시안 

대로 추진하며 의약분업을 기본 골격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기 

조에 따라 원래 20일로 되어있는 입법예고기간을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단축 

하였다. 

하지만 경실련의 중재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 9월 17일 조정위원회가 의약분 

업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안을 제시하면 1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한방의약분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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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약사법개정경과 

(1) 약사법개정시안 (2)경실련중재안) (3)확정 약사법개정안 

한방의 한의사 약사 간 의약분 한의사- 한약사 간 의약 한의사 한약사의 한방의 

약분업 엽(원직) 실시시기는 여 분엽 3년내 실시 약분업. 

형태 건성숙뒤 결정 시기는추후결정 

。l]: BJ9] 1996년 이후 예외규정· 응급환자 등 의사 약사 간 의료분업 

약분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2년내 실시(국회심의과정 

1。- 에서 3~5년으로 연장) 

예외규정 응급환자， 입 

원환자주사제 

약사의 원칙적 금지 . 단 100종 분엽 시행 후일체 금지 l 한약조제권 인정범위 

~'2i' 이하의 표준한약일 경우 한의사， 한약사， 1994 

임의 임의조제권 인정. 기존 년 7월 현재 l년 이상 

조제 약사 2년약사가 한약조제 한약취급약사 (2년) , 

시험에 합격한 경우， 약 1996년 6월까지 한약 

대생은 한약관련과목을 조제시험 (2년)에 합격 

듣고 졸업 후 2년 이내 한 모든 기존 약사， 94 

한약조제시험 응시 년 현재 약대재학생으 

로 졸업 후 2년 이내 

한약조제시험에 합격 

2 약사 한약조제범위 
50~ 100종 

의약 한의사는 진단서발급 의 한의사는 첩약의료보험 

분업시 무화 진단과 처방만 담 이 가능한 처방시 처방전 

한의사 당 조제와 판매는 약사 발행 의무화 보약 첩약 

역할 가담당 은한의사전담 

의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및 본초학 이수자 및 한약취 

분업시 판매 잠정 조치 로 1993년 급자， 추가 교육자에 한 

한약사 6월 현재 한약취급자에 하여 한약사 면허시험 응 

역할 한하여 표준한약조제 인 시가능. 처방전에 따라 

정 조제 

기타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 소독약， 위생용품 판매자 

구호， 응급환자 등 의약 유화， 약국 휴페업 사전 

분업 예외 신고제， 의약품의 생산개 

시와엽무개시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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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9월 3일 약사법 개정시안 발표 이전까지 약사법 개정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구분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보건전문가 

의약 한방은 의약 분엽 양 한방 모두 의 양 한방 의약분 양 , 한방 모두 의 

분업 불가 약분엽 실시 업 대원직 인정. 약분엽 필요 

단 한방은 여건 미 

성숙 

한약 한약의 조제는 한 한약을 포함한 모 한의사의 처방전 약사의 한약조제에 

조제권 의사가 전담， 약사 든 의약품의 조제 없는 약사의 한약 관한 전문성 부족， 

는 한방에 대한 전 는 약사의 고유권 임의조제는 금지， 약사의 한약 조제 

문지식 부족， 다만 한 약사의 한약취급 범위설정，선한의 

한방의약분업시 자질향상은 추후 사 한약조제전담 

한약사가담당 논의 후 한약 조제능력 

구비한 약사에게 

한약조제 허용 

기타 국민정서상 한약 현행 약사볍이 약 정부의 한의학발 전문성이 인정된 

사항 은 한의사가 취급. 사의 양 · 한약의 전책 펼요. 독립한 약사가 한방분업시 

독립 한의약법제 조제권 인정 의약법 제정， 수의 한약취급 

정 필요 사의 동물약 취급 

허용 

기 명시와 한약 취급약사 제한 등이 포함되는데， 단 한약사 제도의 부활육성 혹은 

한약대학 신설 등은 예산 문제 등으로 비현실적이며 국민보건경제에 부담이 가중 

된다고 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안을 수용한 최종 개정 

약사법에는 한약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사부의 이러한 입장은 또 다시 번복된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3년 이내 양방의약분업 실시의 원칙도 의협 등의 로비로 

3~5년 이후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됨으로써 또다시 후퇴했다. 또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중도적으로 타협한 약사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집행과정 

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주무부처인 보사부의 입장번복은 관료기 

구에 대한 선뢰를스스로 저버리게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외부환경(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상설했다고 보는 것이다 14) 

14) 또한 보사부는 실제로도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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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한약조제권 분쟁에서 나타난쟁점별 접수현휠김범진，71) 

쟁점사항 약사회 한의사회 경설련 약사법개정시안 
기타단체 

(의협， 수의사회 등) 

한방의약분업 실시 2 0 0 

한방분업시기 0 2 0 2 

한약사의 한약조제 0 2 2 

약사의 한약조제 0 

한약사제도도입 0 2 2 0 0 

의료이원화 0 2 2 0 0 

첩약의료보험확대 2 2 0 

양방분업시기 0 0 2 

한약의 과학화 2 0 0 2 0 

동물약품취급확대 0 2 0 2 

OTC의약품취급확대 0 2 0 2 

합계 6 11 11 8 6 

(접수는 각 주장이 약사법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수용된 경우: 2, 부분적으로 수용되거나 

절충된 경우: 1 그리고 전혀 수용이 안된 경우 0, 각 단체가 거론하지 않은 사안’ ) 

IV. 결 론 

현대사회에서 관료기구들의 중요성은 쉽게 간과되곤 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의도와 목표를 실현시키는 중요 요소로 최고 지도자 혹은 정치 집단의 정 

못했다 집단 휴업에 들어갔을 때도 약국은 보사부 장관이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의 조치 

에 불응했을 때 강제폐쇄 조치와 면허 정지 등의 필요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에 적용받는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사부로서는 약국의 집단 

휴업을 막을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후 검찰에서 약국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집단휴업을 주동한 약사회 임원들을 입건수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은 이후 약사법 개정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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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능력과 의도가 흔히 지적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시되는 것은 사회의 다 

양한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장으로서의 국가이다. 권위주의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 

가이든 관료기구의 역할은 정치 지도자나 사회 부문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지극히 

기능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관료 기구라 할지라도， 집행 

과정 하에서 수많은 정책결정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이러한 관료 기구의 정책결정 

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사회일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사회부문에서 일정한 엘리트 계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최고지도자에 의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수행했던 국가에서는， 관료기구가 엘리트 

층으로서，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 

게 되었다. 그렇게 관료 기구의 기능적 ·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관료기구 자체 

가 자선의 선호를 가지고 있고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도띄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기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민 

주주의 체제 하에서 관료기구의 역할은 기능적인 차원에 머무른다고 분석되고 있 

다. 하지만 관료 기구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 

책의 전체적인 지향이나 실행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엄청나다. 관 

료 기구는 자신의 선호를 정책목표로 정립하고 이를 사회에 설득하는 동시에， 다 

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선 독립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관료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 

한것이다. 

한약 조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관료기구의 자율성과 능력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정의 작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하는 

사례이다. 사실 한약 조제권의 귀속여부는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의 역할과는 상 

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쉽게 해결하기 힘든 난제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1993년의 시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다 

양하고 강력한 사회적 요구들을 보사부가 중간에서 얼마나 잘 조정하면서 보사부 

의 초기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결국 보사부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시도하면서 초기에 이익집단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득시키기 위한 적절 

한 절차를 무시하는 등 스스로 정책집행기관으로서 권위를 상실했고， 이로써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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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나 다른 정부기관이 보사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 

리고 사태가 확산된 후에도 보사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미흡 

한 자세를 보였다. 상당히 배타적이면서 강력한 전문이익집단들을 상대하면서 보 

사부 내에서도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같은 국가기관들에게도 최소한의 협 

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역으로 압박까지 받으면서 홀로 사태를 대처할 수밖에 없었 

다. 결국 I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약사법을 개정했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보사부의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중간지점에서 타협시 

킴으로써 이후 적절성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의 소지를 마련했다. 

본 연구는 이런 보사부의 행정행태를 2차적 공동화란 개념으로 이해하려 하였 

다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행정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와 기업들간에 벌어지는 

혼재현상으로 인해 관료조직이 일관성이 파괴되는 것을 l차적 공동화라 한다면， 

2차적 공동화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목표의 순위가 뒤진 보건복지 분야에 

서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한 강한 국가권위 분위기를 이용， 이익집단의 이해갈등을 

미봉책으로 덮고 애매하고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다가 민주화라는 환경의 변화 

에 따라 급속히 신뢰와 정책주도권을 상설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권위주의 시대 

잠재되었던 갈등이 민주화 이후 발현되는 행정의 혼란상이다. 전직 보사부 고위관 

리의 말대로 민주화 이전에도 오랫동안 보사부는 한의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 

고 민주화 이후 벌어지는 강렬한 이익분쟁에서 약사회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진퇴 

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런 현상의 이변에는 이미 지적한대로 보사부 약정관료들의 특정이익집단과의 

연계와 친화성이 문제가 된다. 이는 전문관료들이 갖는 전형적인 전문성의 한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약사 출신 관료들의 서양근대성에 대한 일방적 신뢰와 이로 

인한 전통의학에 대한 경시가 한약 조제권 분쟁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화 이후 오히려 강화되는 사회 전반의 전통에 대한 회귀에 대한 이해는 어렵게 되 

고 이는 전통의 재개발이라는 미래지향적 행정행위를 크게 제약하였다. 이런 현상 

은 전문가 행정과 일반행정가와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이익집단간의 분쟁 해결에 국가 역할의 중요성 

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민주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선뢰받는 국가행정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익집단의 분쟁이 정상적인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기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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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한 집단이기주의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였다. 특히 권위주의 시 

대 잠재되었던 보사부의 신뢰상실 요인이 민주화 이후 급속히 노출되면서 보사부 

의 조정능력 역시 가속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조정능력의 악 

화는 사회전반에 공권력의 권위에 대한 경시 현상을 초래했다. 본 연구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권력의 권위 유지의 중요성을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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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1tlnrr 혔 

The Role of the State in Hea1th Policy-Making: The Case of 
1993 Korean Herbal Pharmacy Disputes 

Yang-[ha미 뻐 Seoul National University 

까l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modes and styles of handling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MHSA, curr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 elfar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herbal pharmacy disputes which broke 

out in 1993. ηl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principal cause of the disputes was that 

the ministry had long ignored and mishandled the traditional herbal medicine issue. By tracing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lack of anticipatory Iεadεrship of the ministry, this study shows 

how the administrativε environment and ethos under the state-led rapid industrialization made 

postponement of the issue possible. Another important finding is that the prevalent ethos of 

modemization via Westemization had long blinded the ministry in facing the significance of 

the traditional medicine in the process and aftermath of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histor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disputes. 

Unlike prevalent analyses where the disputes were understood as a good example of interest 

group conflicts that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is study argues that 

democratization should not regarded as an identical concept as a conflict. The disputes were 

never resolved conc\usively on an ideal compromise model a la pluralism, nor was the solution 

totally imposed by the state. In the process the confusion aggravated to the extent neithe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ssociation nor Korean Pharmacists Association recognized 

each other, and neither side was willing to make compromisεs because of KTMA’s distrust of 

the MHSA and of the sense of betrayal over the MHSA on the part of KP A. In effect the two 

inter앙 t groups wεrε no longer willing to nεgotiate; thε long-time frustration and alienation that 

KTMA had felt led to its attempts at gaining influence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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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the MHSA, while the KP A took MHSA for granted. 

MHSA was sandwich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out being able to take any neutral 

position with power to arbitrate. ηllS in tum further hollowed the nrinistry’s intemal decision

making power. As the disputes intensified the ministry further lost its adnllnistrative authority, 

allowing outside social agencies and ministries to intervene in the resolution process. The 

ministry pretended to be able to maintain neutrality and suppress open conflict under the 

ambiguous legal regulation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With the onset of 

democratization, however, the ministry began to rapidly lose its authority due to totallack of 

preparation and lack of balance between the two groups. 까1Ïs study proposed the secondary 

hollowing process for this kind of weakening administrative authority where the pent-up 

pressure which was suppressed quickly tumed into weakening the minisπy’ s coordinating 

capacity with changes in adnrinisσa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erbal Pharmacy Disputes case, this study raised the 

import따lce of the role of the state in resolving interest group conflicts especially in a society 

where dependency on state is strongly embedded: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e 

neutral and effective role of the state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not 0띠y resolving intense 

group conflicts but also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One of the 

important lessons of the Herbal Pharmacy Disputes is that the weakening and weakened public 

authority further aggravates the tendency for disrespect for public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