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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결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

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통해 분석한 정책사례연구이다. 첩약

은 1984년 한의진료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되고 1987

년 한방건강보험이 시작된 시절부터, 한의 보장 중 가장 핵심을 차지했

던 항목 및 치료수단이다. 하지만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방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의 비급여 행위 중 국민들이 가장 급여화를 원하는 항목으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의결되었

다가 직역 간의 갈등 및 한의계의 내분으로 무산된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방 건강보험의 적용을 위한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시행되

었던 첩약 급여가 전국 확대 실시에서 제외되자, 첩약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2년에 이르러서야 정책 결정

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정책 결정과정에

서 정치의 흐름 및 정책활동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사용하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과

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 형성 과

정상의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였으며, 대한한의사 협회 40대 집행부가

정책활동가로 활동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의

흐름 및 정책활동가의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보험수입 의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첩약의 높은 가격 장벽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자, 한방의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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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흐

름이 건강보험 재정흑자와 함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움직임을 이끌어 내

게 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 요양급여의 모형

및 첩약 건강보험 모형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활

동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가 이루어지고 반대 이익집단의 압력활동이 감소함으로써 한의계에 우호

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흐름들 속에서 국회의원의 입법발의인 정치적 흐름을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고,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의 적극적

인 노력이 더해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 분석을 통해 정치흐름과 정책활동가 역량의 조합이 정책 결정에 중

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

기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 교섭력, 추진

력 등의 역량이 주효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만 한정되어 이루

어졌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

에, 향후 다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에서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

지만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2012년에 대한 비교분석이 포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흐름모형, 정책활동가

학번 : 2011-2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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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 문재인 케어)’는

모든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적용을 통해 의료이용자들의 경제

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에 대한 한의계의 반응은 우호적인데, 이는 한의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

률 63.4%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

구에 따르면 2015년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보다 6%p 낮아

져 47.2%라는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비급여 부담률

은 30.3%에서 37.6%로 7.3%p 올라 최근 9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5.3%로 그 이전해의 36.7%보다

1.4%p 떨어졌고 비급여 부담률은 이전해 46.6%보다 3.5%p 증가하여

50.1%를 보였다. 이는 2015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이전해보다

0.2%p 상승하여 63.4%를 기록한 것과 반하는 결과로 한의 분야의 보장

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이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 것은, 한약에 대한 급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침·뜸·부항 등의 시술과 일부 한약제제만 건강보험 적

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한약을 추출한 뒤 부형제1)를 넣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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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인 단미엑스산제2) 67종, 56개의 처방, 그리고 이 중 7종의 처방에

대한 연조엑스제3)가 현재 보험 급여 대상이다.

첩약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주도로 중의약이

육성되고 있는 중국은 국가기본약물목록에 중약음편(첩약)과 중성약(중

약제제)이 포함된다. 중약음편(첩약)의 경우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 중국

약전에 수록된 약재는 탕제비용까지 전액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13년판 국가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에 수록된 중성약은 갑류(135개)

와 을류(792개)를 합산하여 총 927개 품종이다4). 갑류는 전국적으로 보

험급여를 하고 있고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약물로 전액 보

험이 적용되며, 을류는 성별(省別)로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으며 약값

일부를 환자가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 의사가 한약과 양약을 함께 처방

할 수 있는데, 의사 90%가 환자에게 한방약을 처방한다. 148개의 한약처

방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이며, 제형상으로 정제, 산제, 과립제, 세립제, 캡

슐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900여 개의 한약제제가 시판되고 있다. 급여

비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실정으로 한방의 보장성 강화

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약진흥재단의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

로 ‘탕약(55.2%)’이 가장 많았으며, 한방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싸다고 생각되는 치료법으로도 ‘탕약(84.%)’이 가장 높았다. 향후 한방

1) 부형제는 일차 원료한약을 탕전하여 추출된 액체 상태의 한약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산입하는 재료로 유당과 옥수수전분이 있다.

2) 단미엑스산제 : 1종의 한약을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의약품(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검토 자료. 대한한의사협회)

3) 연조엑스제란 생약의 침출액을 농축하여 물엿과 같은 상태로 만든 제제이다.

수분 함량이 15~25%로 실내에서 용기를 기울여도 흐르지 않으며 약솜에 묻

혀 잡아당기면 실처럼 늘어난다(출처: 표준대국어사전).

4) 제 3 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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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45.7%)’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20.1%)’가 높았다.

향후 한방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의 78.9%는 한약 복용 의향이 ‘있

다’고 대답하였는데 향후 한약 복용 의향이 없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한약 값이 비싸서(44.3%)였다. 이렇듯 한약은 한의 비급여 행위 중 국민

들이 급여화를 가장 원하는 항목으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으로 의결되었던 사업이기도 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비용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들이 한약에 쉽게

접근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강보험 재정 흑

자 및 보장성 확대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사업이다. 30차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10월부터 노인, 여성 대상 대표 상병에

대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한시적(3년간)으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지

만, 한의계 내의 갈등 및 정부와 이해집단 간의 충분한 합의 및 바람직

한 대안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는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지만 첩

약 급여화시범사업은 2012년 정책 의제화 단계를 거쳐 정책 결정에 이르

게 되었다.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정책활동가

인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이

실현된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이론 모

형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

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책흐름 모형은

정책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우연한 기회에 결합되면서 정책이 결정된

다는 쓰레기통 모형의 관점에 기반한 모형이다. 현실의 정책과정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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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세 가지의 흐름,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놓

여 있고, 각각의 흐름이 합류하는 시점에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가정하

며 정치의 흐름 및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정책흐름모

형의 특징은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을 분석하기에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첩약 급여화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의 흐름은

어떠하였는가? 둘째,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정책 대안의 흐름은 어떠하

였는가? 셋째,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정치의 흐름은 어떠하였는가? 넷째,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결합

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가? 다섯째, 정책활동가의 역할은 어떠

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흐름의 변화에 따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활동가가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하여 ‘왜

2012년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이 가능했는지, 어떠한 요인과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리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행위주

체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존 합

리모형 등의 정책결정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선행연구, 관련문헌,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역동성과 복

잡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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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급여화 관련 선행연구들이 첩약 급여화 정책결정 과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에서

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적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 결

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밝히고 정

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데 관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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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

여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이 2012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첩약을 보험급여하자는 국민, 한의계

의 요구가 높으나,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의 접근성 및 완

결성이 저하된다는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한방보험급여비 중 약제비 비

율이 28%(1994)에서 1.72%(2011)로 하락했으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상 특수요양에서 치료용 첩약의 급여가 인정된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년 10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등을 대상으

로 한 대표상병에 급여시범사업(3년)을 추진하게 되며 단, 대표상병에 적

용되는 일부 100처방5)은 선별하여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골자이

다. 한약 관련 제도 정비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으

며 보건의료 이해관계자 논의 회의를 통해 100처방 등의 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재정추계(연간)는 2,000억 원 규모로(총 진료비 4,000억 원), 3년

5) 100처방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조제 가능한 100

종의 한약이다. 1993년 3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간의 한약

분쟁의 결과로, 이로 인해 한약조제지침서상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조제

범위가 100처방에 한정되게 되었다. (1993년 3월 5일 보건사회부가 약사법시

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약국 내 한약장설치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약사들의 한약 임의 조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으로 한의

대 학생들의 수업거부, 한의사들의 진료거부 및 삭발 등 한의계의 거센 저항

을 불러 일으켰다. 1994년 7월 8일 약사법 개정안에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약사 중 한약취급자격자나 한

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100종 이내의 처방)에 의거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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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시범사업시 총 진료비 1조 2,000억 원 규모가 된다. ‘대상인구(250만

명) x 1제당 가격(13만원) x 횟수(연1회) x 본인부담금(50%)’의 형태로,

상병별 처방 첩약가격은 적정가격 설정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설정할 예

정이었다6).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

름모형으로 분석한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본 사례의 분석을 위한 정

책흐름모형에 대하여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란 경험적인 탐색방법이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단일 사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정책의 성격상 계량적 분석 방법이 불가능하여 사례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행하였고,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이론

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한방 건강보험에 대

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면서 인용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이론적 배경 부분의 경우 학술논문, 저서를 직접 참조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 세 가지 흐름과 지표, 사건, 환류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한 파악,

분석 및 각 흐름별 정책변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에

발표된 도서와 정기간행물,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0.25)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한방 관련 주요 내용 보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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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등의 연구보고서, 대한한의사협회 내부자료, 관련부처(보건

복지부) 정책 자료 및 보도 자료, 기타 관련 법규 및 통계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본 연구에서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은 Kingdon의 정

책흐름 모형(Policy Streams Framework : PSF)이다. 여기서는 먼저 정

책결정 이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흐름 모형의 기초가 되는 쓰레기통

모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책결정이론

정책결정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

형, 회사모형, 쓰레기통 모형, Alison 모형으로 나열되는데 이들을 유형

화시키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으로 분류시킬 수 있다(이

혁우, 2012).

합리모형은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모

형으로, 의사결정자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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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안들이 추진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예측하고, 넷째, 대안의 결

과들을 평가하여, 다섯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정정길 외, 2003). 합

리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이지만, 인간의 이성과

정책결정자의 고도의 합리성에 근거하는 등, 강력한 가정으로 인하여 현

실적용 가능성이 낮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현실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과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과정을 합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만족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모형을 따르지만 인간의 인지능력, 시간

경비 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정보수집 및 모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할 수

없으므로, 최선 또는 최적의 대안(best or optimum)을 선택할 수 없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모형이다.

점증모형은 현실에서의 정책이 실제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며, 쓰레기통 모형은 정

책결정이 우연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다. 따라서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문제를 완벽히 정의하며 모든 대안을

파악한 후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모형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인간

의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점증적인 정책결정을 주장하는 점증모형보

다도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훨씬 강조한 이론으로, 현실

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표현한 모형이다.

2.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

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 10 -

강조하는 모형으로(Cohen, March and Olsen, 1972, 정정길 외 2011),

Olsen 등은 이러한 혼란 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라 한다. 이러한 혼란 상태에서는 합리, 조직모형보다도 훨씬

불합리하게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쓰레기통 모형은 쓰레기통에 마

구 던져진 쓰레기들이 엉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모형으

로 불합리한 의사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이다(정정길 외, 2011).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야 한다.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는

세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문제성 있는 선호

(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유동적

참여(fluid participantion)이다(Kingdon, 1984;89).

즉,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유동적 참여(fluid participantion)의 전제 조건 하에 네 가지

요소인 해결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

회가 구비되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참여자,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결

정의 기회라는 네 가지의 요소가 결합할 때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될 가

능성이 높은 것이다.

John Kingdon은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에 이러한 쓰레기통 모형을

적용하여,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 하는데 이

를 정책의 창으로 표현하였으며,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해야 한

다고 하였다(Kingdon, 1984). Kingdon은 왜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가 되



- 11 -

고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않는가를 이해하려는데 목적을 두

고 있으며, 정책의제설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

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Kingdon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하고 있지만 두 모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황의수, 2002). 첫째, 쓰레기통 모형은 네 가지 흐름

즉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으로 구

분하고 있는데 반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

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 세 가지의 흐름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쓰레

기통 모형은 과정(process)과 참여자(participants)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

나, 정책흐름모형은 과정과 참여자를 구분하고(Kingdon, 1984;20), 이들

참여자들을 다시 가시적 참여자와 비가시적 참여자로 구분하여 이들 참

여자들이 각 과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정책흐름

모형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창(policy window)’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

며,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s Framework : PSF)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

름(political stream), 정책대안의 세 가지 흐름(policy stream)이 독자적

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맞으면 상호작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

게 되고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모형

이다. Kingdon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교통정책 및 보건정책 분야의

사례에 대하여 백악관,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전문가 등 247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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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과 23개 사례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Cohen, March, Olsen

등이 개발한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모형인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을 정책결정에 적용하여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가

되고 어떤 의제는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않는가와, 정부 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 어떤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설

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Kingdon, 1984;205).

정책문제는 정책의제로 선정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 동안 무시

되었던 정책문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 새로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는

것으로, Kingdon 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촉발기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의 흐름에 의해 갑자기 정책설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음을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다(이현정, 2016).

Kingdon 모형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직 내의

문제와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 모형 내에서는 정

책과정에의 참여자,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결책들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결합되느냐에 따라 정책의제의 내용과 형태가 다르게

결정된다(박소영·김민조, 2012).

Kingdon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

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논의하면서 인간의 합리성이나 의도보다 비합리적

이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정책형성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강조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의 결합이 정책의 창을 언제, 어떻게 열지, 정책

이 어떻게 산출될지는 획일적이지 않고 선형적이지도 않다고 밝혀져 있

다(Ridde, 2009). 이러한 Kingdon 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한 위치를 지니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지만 정책결정 및 정책변동에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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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안 탐색 및 결과 평가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한방

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꼭 집행되어야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선호의 문제가 있는 점, 기존 정책을 토대로 소폭의 변화만을 추구하며

그보다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는 점 등에 근거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험

급여항목 확대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김용익(2000), 박종연(2003))에

따르면 첩약은 7위 이후의 순서로 기타 순위권에 포함되어 있었고7), 첩

약보다 복합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실의 역동성을 반영해야 함은 물론, 합

리모형, 점증 모형 등의 정책결정이론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Kingdon이 정책흐름 모형에서 보이고자 했던 것은 하나의 대안이 왜

다른 대안과는 달리 정부의제화 과정과 결정의제화 과정을 거쳐 정책의

창을 넘게 되었는가로, Kingdon 모형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분석틀(김병

준, 2006)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분석하는 데 타당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및 각각의 흐름과 정책활동가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는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한 Kingdon 모형을 이

용하여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게 된 과정을 분석해 본다.

7) 건강위험의 보장성 강화(최병호, 2004).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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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s Framework : PSF)8)

문제의 흐름

지표, 위기,

사건, 환류 ↘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적 수용성,

기술적 가능성,

예산 제약 등
⟶  

정책의 창

결합논리,

결합스타일 ⟶  정책 변동 · 결정

↑

정치의 흐름

국민여론,

이익집단활동,

정권교체 등
↗

정책활동가

접근, 자원, 전략

1) 문제의 흐름

정책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은 흘러 다니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Kingdon, 1984;95). 정책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왜 어떤 문

제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고 어떤 문제는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에 대한 사항으로, 어떤 문제가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되느

냐의 여부는 정책결정자의 인지수단과 문제정의 방법에 달려 있다. 사회

상황이 정책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 및 관리가 그 상황을 심

각하게 고려하고 이러한 상황이 변해야 한다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데서

8) 출처: Zahariadis(2007) 수정 및 이진만 외(200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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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며, 구체적으로 지표(indicator), 사건이나 위기, 환류 등이 크게 영

향을 미치게 된다(정정길 외, 2016).

주요 지표란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계량화한 것으로 사실에 대한 단순

한 인지가 아니며 강력한 함의를 가진다(Kingdon, 1984;99). 위기는 정책

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정책활동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 사건은

국민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을 말한다. 환류(feedback)란 집행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정책 참여자들의 정책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은혜

외 , 2016). 이러한 지표의 변화,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 환류 등을 통하

여 정책활동가들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문제가 결정된

다.

2)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은 ‘특정 분야에서 정책 대안이 만들어

지고 논의되고 채택되는 과정’(Kingdon, 1984;151)으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몇몇 가능한 대안들로 좁혀져 가는 과정이다. Kingdon은 정책

대안의 흐름을 primeval soup로 묘사하였는데, 이 soup에 분자들이 떠다

닌 것처럼, 공동체 내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기도 하며 떠다니다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기도 하고 어떤 제안들은 다른 것보다 심각하게 받

아들여지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ingdon, 1984;123).

정책 대안의 흐름에는 정책공동체의 존재 및 분화정도, 이익집단의 개

입, 정책활동가의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치며, 정책 대안의 흐름은 주로 연

구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 및 전문성을 지니는 직업 관료, 오랜 기간 정

책을 다루어온 의회 보좌관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즉 정책대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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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최성락 외,

2012). 주로 관료, 학자, 연구소, 이익집단 등의 정책공동체가 문제 해결

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상황으로 정책 공동체 내에서 많은 아이디

어들이 제시되어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기도 하고, 어떤 조건을 만나서

살아남기도 하며, 어떤 제안들은 심각한 숙고 끝에 받아들여져 소수의

아이디어만이 선택되고 고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Kingdon, 1984;151).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은 그 문제가 이슈화되어 정책아

젠다에 오르건 않건 간에, 학자들이나 관료들에 의하여 계속 연구되면서

일정한 정책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가,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에

의하여 정책아젠다가 형성될 때 이들과 재빨리 결합함으로써 정책결정으

로 연결된다(이진숙·이석형, 2010).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발전시

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용성, 기

술적 가능성, 가치 수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Kingdon,

1984;138, Zahariadis, 2007), 정책 대안 자체는 정치적 압력만큼이나 중

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Kingdon, 1984;151).

3) 정치의 흐름

정치(political stream)의 흐름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치

적 사건은 정책 문제 및 정책 대안과 별개로 발생하여 국가적 분위기,

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국회 의석수의 변화, 이익 집단의 압력 등에

의하여 변동된다(Kingdon, 1984;152,170). 국가적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

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선

출직 정치인들은 유권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국가적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반면, 관료들은 정치인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가적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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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변화를 감지한다(Kingdon, 1984;156, 장현주, 2017). 의회 및 행정부

의 교체는 정책참여자를 변동시키고 이러한 정책 참여자의 변화는 정책

의제를 변경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 정권의 교체와 의석수의 변화는 정책의제의 우선순위를 변경시킬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등장시키며(Kingdon, 1984;160), 이익집단 등의

단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문제의 채택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다(정정길 외 2016).

4) 정책의 창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서로 관련이 없이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러 다니던 세 개의 흐름이 결합할 때 열린다(Kingdon, 1984;193).

정책의 창은 정책활동가들이 그들이 옹호하는 정책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이 선택되기를 기대하는 정

책활동가에게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즉,

정책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

별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변화의 기회를 맞

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Kingdon, 1984;173). 정책의 창은 개방을 예측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개방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며 여

러 가지 이유로 소멸한다(Kingdon, 1984;177). 정책 결정에 실패한 경우

에도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거나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창이

소멸하게 된다(이서연, 2016).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는 곧바로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다음 창이 열릴 때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많은 경우 다음 정책의 창이 언제 열릴지 가늠하

기가 쉽지 않다(Kingdon, 1984;178). 정책활동가가 정책의 창이 열린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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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 노력, 자금 등의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려 한다면 정책변동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기회는 상실되며

(최성락 외, 2012), 능력 있는 정책활동가는 정책의 창을 기다리는 것에

서 더 나아가 자신이 제안하는 정책을 위한 긍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

듦으로서 정책의 창을 추구하기도 한다(Lieberman, 2002).

5) 정책 활동가

정책활동가는 선호하는 정책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각각 흐르

던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 세 흐름이 결합되었을 때

(coupling), 즉 어떤 정책대안이 적절한 정책문제와 결합되고 또 그 대안

이 정치적 상황과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창은 열리게 된다(최성

락·박민정, 2012). 그런데 정책의 창이 열리려면 문제, 대안, 정치의 세

흐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Kingdon,

1984;193). 정책의 창이 열릴 때 항상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

로, 정책활동가는 자신의 모든 자원(시간, 에너지, 명성, 돈, 전문성, 권

력, 공식적인 권한 등)을 동원하여 정책의 형성 및 변동을 이끌어 내며

정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Kingdon, 1984;188). 정책활동가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 흐름들을 정치적으로 조작, 결합하여 정책의제

를 형성하기 위한 기회를 잡아야 하며(Kingdon, 1984;184), 이슈주창력,

정치적 연계 또는 협상 기술,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Kingdon, 1984;189-190, Zahariadis,

2016). 이러한 정책활동가가 적시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책 의제 설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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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은 정책 문제와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단계만이 아니

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정책활동가

들은 자신들이 가진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주장을 하고, 정

치적인 연계를 달성하며, 정책 공동체 내에서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최성락·박민정, 2012). Kingdon은 공식적 지위

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공식적 지위가 없는 자도 정책활동가로 보았지

만(Kingdon, 1984;188), 한국의 경우는 공식적 지위가 정책의제 설정 과

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가 없

는 상태에서 정책활동가로 역할을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최성

락·박민정, 2012).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정책흐름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연구들은 복지, 교육, 정부재정, 문화, 보건, 국토개발, 사법·형사,

과학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결정 및 정책변동 원

인을 분석하기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

다. 정책 결정 및 변동이 이루어진 수준을 보면, 대부분의 사례가 중앙정

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이었으며,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사례

에 대한 관심도 및 정보 접근성이 지방정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정현주, 2017).

정책흐름모형에 관한 국내 연구경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

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변동 및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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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한 정책사례연구이다. 정책흐름모형의 요인 중 특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연구가 대부분으로 크게 정책활동가에 관한 논의,

정책의 창이 열린 계기에 관한 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

은 다른 모형과의 결합을 시도하거나 수정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이현정, 2016). 세 번째 유형은 한국에서 정책흐름모형의 적실성을 논의

하는 소수의 이론적 연구로 최성락 박민정(2012)은 Kingdon 모형이 한

국적 상황에서 큰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한국 정책 공

동체 내의 세부 작동 원리 및 정책의 현실적 과정을 탐색하는 데는 주요

한 이론적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사례연구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변동 및 역동성 분석을 시행한 정책

사례연구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을 설명한 박윤영(2002)

의 연구, 교원정년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한 공병영(2003)의 연구, 민영화

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한 배용수·주선미(2004)의 연구, 국군간호사관학

교 정책변동을 분석한 이순남(2004)의 연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을 분석한 김병준(2006)의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을

분석한 이진만·전영상(2009)의 연구,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과정과 변동

요인을 분석한 유홍림·양승일(2009)의 연구가 있다. 유홍림·양승일(2009)

은 정치흐름인 노태우 대선후보의 새만금간척사업 공약발표와 당선이 촉

발기제로 작용하여 정책의 창을 열었음을 보이면서 정치흐름이 정책변동

의 창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석면피해구

제법 형성과정에 관한 이기영(2011)의 연구,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을

분석한 김시진·김재웅(2012)의 연구, 국토균형발전 정책(세종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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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동과정을 분석한 박용성 외(2012)의 연구, 수석교사제 정책과정에

대해 분석한 박소영·김민조(2012)의 연구,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정에 대

한 성욱준(2013)의 연구,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분석한 김주경·현재은

(2014)의 연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이서연(2016)의 연구, 제4차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배용수·주선미(2016)의 연구, 노인 일자리 사

업의 정책 변동을 분석한 지은정(2016)의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정책 형성 과정에 대해 분석한 김민설(2016)의 연구, 해외취업정

책 변동과정에 관한 이미숙(2017)의 연구 등이 있다.

이진숙, 이석형(2011)은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에서

장애인연금법의 경우, 범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주도하여 관료적 엘리트에 의지하지 않고 법제화의 성과

를 보인 중요한 사례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엘리트에 의해 정책과정을

이끌어 가는 정부중심의 사례라기보다는 사회문제당사자들이 중심이 되

어 정책과정을 이끌어 간 획기적 사례로 규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김상봉, 이명혁(2011)은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연

구에서, 정책의 창이 열렸지만 1년여에 걸친 소모적 논쟁과 관계 공공기

관간의 과열경쟁, 정치적 흐름에 의한 국정혼선 등으로 정책발현이 무산

되고, 참여정부의 정당한 주택정책성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책의 창 모형에 초점을 두었다.

낙후된 지방공공체육시설의 개선 관련 법 개정과정을 분석한 박재우·

박현욱(2011)은 수십 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답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낙후된 지방야구장 시설문제가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이라는 극

적 사건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가적 정책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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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여, 여당의원이면서 대한야구협회장이었던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이라는 정책변동

으로 귀결되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성욱준(2013)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노무현 정

부 시기에 초점사건의 대두와 대통령의 관심으로 정부의제의 창은 열렸

지만, 정책 선도자의 부재로 결정의제의 창이 열리지 않아 정책 산출에

실패하게 되고, 이명박 시기에는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정책선도자의 정

책대안에 대한 수정·협상의 노력이 정책 산출에 이르게 함을 분석하였

다. 사회적 사건과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적극 추진되었지만 2004년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7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서, 심각한 정책지연과 혼란을 겪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

을,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과정의 대처라기보다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산물로 보면서 정책흐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윤미, 김기영(2013)은 경기사이버도서관 설립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도지사의 당선으로 형성된 정치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

가 되었으며, 사서전문가집단이 적극적으로 준비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 흐름을 결합하고, 정책을 산출하는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을 밝혔다.

김일문, 주재현(2014)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의 쟁점이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시도를

거쳐 마침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책으로 귀결되게 된 정책형성과정

을 분석하였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대안이 상당한 취약성을 지니게 되고, 사회적 여론에 부응하는 새로

운 정책대안을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안의 초점 변질 및 오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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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대상 및 내용
정책활동가 · 정책의 창이

열린 계기 및 연구의 의의

박윤영

(20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 정치적 위기라는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

공병영

(2003)

- 교원정년정책 변동

과정

- 정치적 사건인 정권교체와 사회

적 사건인 IMF사태라는 점화계

기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활동가의 노력으로 교원정

년 단축이 단행

배용수·

주선미

(2004)

- KT 민영화 정책
-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

책기업가의 활동이 결정적

이순남

(2004)

- 국군간호 사관학교

정책변동
- 정치의 흐름이 결정적

김병준

(2006)

-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 결정과정

- 정책선도자가 중요하지만 의제

설정단계의 정책선도자와 결정

단계의 정책선도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진만· - 한국 콘텐츠 진흥원 - 정치적 흐름 차원에서 정부의

으로 인해 정책의 창을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설

명하고 있다.

허준영(2017)은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20대 국회에서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호적 남북관계의 정치흐름과 결합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17대 국회, 다수 관련 법안들의

충돌로 인해 정책 산출에 실패한 18대 국회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표 1.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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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상

(2009)
설립과정 강력한 정책추진이 중요함

유홍림·

양승일

(2009)

- 새만금 간척 사업의

정책과정과 변동요

인 등을 분석

- 정치흐름이 정책변동의 창을 여

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으며

정책변동까지 이루어지게 함

김상봉·

이명혁

(2011)

- 비축임대주택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

가

- 잘못된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

인한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하

고 향후 관련 정책대안의 형성

에 정책적 시사점 제공

이진숙·

이석형

(2011)

- 장애인연금법 정책

결정과정 분석

- 이익집단이자 정책활동가인 장

애인단체의 역할에 주목

박재우·

박현욱

(2011)

- 지방공공체육시설의

개선관련 법 개정과

정 분석

- 정책활동가인 여당의원이자 대

한야구협회장의 역할이 작용

이기영

(2011)

- 석면피해구제법 형

성과정에 관한 연

구

- 환경부가 정치의 흐름 및 정책

대안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정책

선도자로 활동함

김시진·

김재웅

(2012)

- ‘반값 등록금’이라는

대학등록금 부담완

화 정책에 대한 분

석

- 정치의 흐름이 핵심변수 역할

박소영·

김민조

(2012)

- 수석교사제 정책과

정에 대한 분석

- 수석교사제라는 의제 채택 및

실현에 교육혁신위원회가 결정

적인 역할을 함

박용성

외(2012)

- 세종 특별 자치시를

중심으로 정책 형성,

변동, 집행, 산출과

정 분석

- 정책혁신가인 대통령의 정책변

동 수용,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

이 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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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준

(2013)

- 개인정보보호법 입

법과정에 관한 연

구

-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정책선도

자의 정책대안에 대한 수정·협

상의 노력이 정책 산출에 이르

게 함

추윤미·

김기영

(2013)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의 정책형성과

정 분석

-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정책을 이끌어 낸 정책

활동가로서의 사서전문가집단의

역할에 주목

김주경·

현재은

(2014)

- 무상보육정책의 형

성 과정 및 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정치적 흐름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선

도자의 주도로 정책 결정

김일문·

주재현

(2014)

- 1995년 고용 보험

제도 도입기로부터

2009년 4대 사회

보험 징수 통합이

이루어지는 정책형

성 과정 분석

- 매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졌던 4

대 사회보험 통합정책사례를 논

의하면서 정책흐름과 정책참여

자의 활동을 조명

김민설

(2016)

- 부산시 사례를 중심

으로 무상급식정책

형성 과정 분석

- 정책선도자로서 교육감이 중요

한 구심점 역할을 함

배용수·

주선미

(2016)

- 제4차 공무원 연금

개혁정책의 형성과

정

- 정치의 흐름 및 정치적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

짐

이서연

(2016)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 입법과정에 대

한 분석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퇴임

이후 정책선도가가 실종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

계, 대형사건·사고, 여론의 흐름

등이 정책 결정에 영향
지은정

(2016)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변동을 분석

-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정책선도

가의 주도적 역할로 정책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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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2017)

- 한국 산업 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취업

정책 변동과정에 관

한 분석

-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정책선도

가의 주도적 역할로 탄생

허준영

(2017)

- 북한인권법 제정 사

례에 대한 분석

-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학 모형의

적용 가능성 확인 및 국제적인

수준의 영향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성 제기

2) 다른 모형과의 결합을 시도하거나 수정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

정책흐름모형과 다른 모형과의 결합을 시도한 사례연구로는 정책흐름

모형(PSF)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결합하여 설명한 연

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참여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형성과정을 연구하

면서 정책형성과정상 정책옹호연합 중 고위관료의 영향이 가장 비중 있

다는 것을 주장한 박하영(2007)의 연구, 정책흐름모형(PSF)과 정책옹호

연합모형(ACF)을 결합한 ACPS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그린벨트 정

책형성 과정의 변동과정을 분석한 양승일(2006)의 연구, 서울추모공원건

립정책을 중심으로 장묘시설을 둘러싼 복지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을 분

석한 양승일(2009)의 연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한

박지환(2010)의 연구, 비정규노동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연구한 한종희·권

용수(2013)의 연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동에 대해 분석한 신

훈·이혜영(2014)의 연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변동요인과 과정을 분석

한 이동진·이대희(2014)의 연구,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대해 분석한 최

성구·박용성(2014) 등의 연구,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을 분석한 전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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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 김영란법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정기덕 외(2017)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외에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ood의 정책변동 설명요

인론을 접목한 ‘정책흐름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통합 정책변

동을 분석한 김호윤·주재현(2015)의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acker가 제시한 정책변동 모형을 접목하여 국가보훈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한 박용성(2015)의 연구 등이 있다.

2.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책흐름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책흐름모형에 관한 연구로 신영전, 이원영(2002)

은 의료보호법 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정권

변동과 정치이념의 변화를 정책형성 요인으로 보았다. 민상기(2008)는

민영건강보험 관련 정책결정과정 분석연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취

약과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보장 요구 및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설정의 필

요’라는 문제의 흐름과 ‘부가급여 보충형’의 정책 대안과 ‘의료시장 개방

으로 인한 의료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전략산업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산

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정치 환경의 흐름이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라는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 인해 결합하여 정책결정이 일어났다

고 분석하였다. 정용일, 김상태(2013)는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첨단

의료산업분야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

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형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정책행위자들이 정책이슈를 선도하였으며,

중앙정부가 결정의제로 만들어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입지선정까지 적극

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있어 정

부가 주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우철, 우창빈(2015)은 치매특별등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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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면서 정치흐름 및 정책혁신가의 교섭력, 추진

력 등의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많은 정책들이 정책으로 입안되었

다가 실행을 앞에 두고 예산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 정책활동가의 부

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책 실행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데, 정책이 실

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유관 기관(부처)의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므

로, 최종적인 정책실행에 있어서 전문성, 공식적인 권한을 포함한 정책혁

신가의 교섭력, 추진력 등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현정(2016)은 제조업 고용창출 감소 및 국제수

지 감소라는 문제의 흐름 속에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부문의 높은 생

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대안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 정책의 창이 열렸지만, 의료안정망과 의료형평성 등 가치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제도 자체도 변동을 겪고 있는 영리병원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

였다. M. Exworthy, et al.(2002)은 영국의 보건불평등 완화정책에 대한

집행과정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Mannheimer & Östlin(2007)은

Kingdon 모형을 적용하여 스웨덴의 공공보건 정책의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집행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Guldbrandsson &

Fossum(2009)은 스웨덴의 어린이 건강 증진 정책의 9개 사례를 분석하

여 Kingdon의 정책창, 정책기업가 모형이 경험적으로 적정하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V. Ridde (2009)는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의료서비스 정책형성의 과정과 요인을, Hayle(2015)는 캐나

다, 잉글랜드, 웨일스의 의약정책(DCRs) 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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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첩약 의료보험 관련 기존 연구의 경향

그동안 수행된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찬반 인식 조사, 첩약 보험급여의 시행을 위한 접근방안 및 비용추계에

대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첩약 급여 형태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범용(1993)은 서울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첩약의료보험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고, 최환영 등(1995)은 한방의료보험의 현황과 약제급여 실

태에 대해 분석하고 약제급여의 방식을 상병명 중심체계로 할 것을 제안

한다(장보형, 2006; 재인용). 김남주 등(1996)은 한방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방의료보험의 상위 다빈도 발생 질

병에 대해 첩약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을 제안하였다. 최문석

등(1997)은 상병처방중심 급여방식과 변증방제·처방중심 급여방식에 대

해 논하고 첩약의 보험급여 기준과 일일정액 방식을 제시하면서 변증진

단과 방제기술에 대해 보험급여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장보형, 2006;

재인용). 염용권 등(1998)은 적절한 한약제제의 수가방식으로 상병명별

포괄화 방식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한방의료수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장보형, 2006; 재인용).

박용신(2002)은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

한 연구에서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첩약의 적정가격에 대한 인식을 비교·검토하였으며, 첩약보험

급여의 과제인 한약재 유통 및 규격화, 한방건강보험의 수가체계, 한방의

약분업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첩약 보

험급여에 78.4%가 찬성한다고 밝혀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배가량

많았으며, 첩약 보험급여 찬성 이유로 ‘치료의학으로의 발전’과 ‘국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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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경감’을 꼽았다. 첩약의 보험급여를 찬성하는 비율은 내원환자에서

85.4%, 일반주민에서는 74.9%로 조사되었으며, 첩약 복용경험이 있을수

록 보험급여에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호 외(2007)의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형태 및 급여범위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현행 한방 건강보험의 약제급여방식으로는 양질의 한방 의

료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으로 조사 대상 한의사의 93.86%에 해당하는

275명이 한방 진료 특성에 맞게 상병명에 따라 기준 처방, 가감 등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 후 첩약 건강 보험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금까지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어려웠던 주요 5가지 요

인으로는 관련의약단체의 반발, 보험재정, 한의계 내부 합의의 부재, 적

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한방 치료기술료의 결정, 한약 규격화 및 한약

재 가격 등락을 꼽았다. 첩약 건강보험을 시범실시 할 경우 임상에서 가

장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상병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첩약을 투여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상병명의 종류 15가지는 요각통, 감모, 두통,

견비통, 소화불량, 중풍, 항강, 현훈, 구안와사, 불면, 관절통, 월경곤란,

해소, 설사, 수족냉비였다. 이는 실제 한방병·의원에서 첩약을 투여할 경

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병명 5가지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위 5위 상병명과 같은 결과로, 한의사들의 첩약 투여시, 가장 많이 이

용될 수 있는 요각통, 감모, 두통, 견비통, 소화불량에 대한 상병명은 반

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첩약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경

우 보험수가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

과, 처방료 83.90%, 방제기술료 82.53%, 수치·법제료 77.05%, 변증기술료

75.34%, 탕전료 67.81%, 복약 지도료 64.73%, 재료, 포장료 56.16%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응답률이 70%가 넘는 처방료·변증기술료·방제기

술료·법제·수치료 등은 첩약 건강보험 시행시 반드시 보험급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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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과제 및 급여형태, 급여 범위 등의

접근 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하

여 정책흐름모형을 포함, 여타 정책분석모형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제 3 장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의 현황

제 1 절 한방 건강보험 현황9)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행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건강을

증진하여 국민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1963년 12월 16일 제정 공포된다. 그러나 낮은 의료공급수준 및 재원

의 부족으로 시행이 미루어지다가 1976년 12월 31일 ‘보험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의 제정 공포로 그 이듬해인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다. 1977년 50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수출공업

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

9) 한의정책(2014, 한국한의학연구원) 제 2 권 2호, 한의약 정책 리포트(2017, 한

약진흥재단) 제 2권 1호, 한방 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2007, 원광대학교 산

학협력단)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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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이 때 한방의료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한의계가 건강보험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기술료 및 한약

재의 적정가격 산출의 근거가 모호하고 진료의 급여 범위 또한 광범위하

여 시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였고, 한의계가 1980년 8월 29일 ‘한방건강보

험 실시 계획(안)’을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결여되고 산출근거의 제시부족으로 과학적 입증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침구 진료만이라도 건강보험에 참여시키고자 정부가 1980년 9월

10일 서울, 수원, 천안 등지에서 5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시술에 대

한 한의진료기관의 관행수가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였지만, ‘1981년 3월

11일 침구와 약물요법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방안 수립시까지 연기한

다’는 방침을 내세움으로서, 시행은 또다시 미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한의계가 꾸준히 건강보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

다가 1982년 시범사업 계획(안)을 제출하고 1984년 보험급여 적용범위와

의료수가를 제시함으로서, 1984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청주, 청원

지역 직장, 공·교·공단 가입자 162천명, 26개 한의진료 의료기관(한의원)

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게 된다. 침, 부항 및 98종 단미한약으로 구성

되는 69개 기준처방을 급여범위로 하여 한의진료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이 없자, 한의계는 한의건강보험의 전국민 확대실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1987년 2월 1월부터 전국

2,78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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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가 및

약가기준

- 의료보험 개별수가제를 참작하여 한의진료의 특수

성을 고려한 포괄수가제로 함

- 질병별 기준처방에 의한 첩약, 환제, 산제 등으로

구분. 제제별로 단일약가를 정함

진료기준

- 투약은 1회 10일분까지 한정. 즉, 하루 2첩 복용시

20첩(한제) 초과 못하게 규제

- 한·양의 진료 이중급여 배제

비급여 대상

- 한약가 기준액표에 수재된 한약재(98종)로 조제할

수 있는 ‘한방기준처방(69처방)’외의 처방

-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표 2.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1984년)10)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69개 기준처방과 98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첩

약 보험급여가 실시되었지만, 1987년 4월 1일 약재급여 내용에는 68종의

단미 엑스산제로 구성된 26개 처방(1987년 9월 1일 36개, 1990년 2월 1

일 56개로 확대)만이 고시가 된다. 1987년 2월에는 기본진찰료와 일반경

혈침법, 구술, 부항술이 전부였지만, 시술의 경우 1994년 이후 급여범위

가 확대되어 안와내 침술, 비강내 침술, 관절강내 침술, 척추간 침술, 투

자법, 침전기자극술 등이 추가되었고 양도락 검사, 맥전도 검사 등 기기

를 이용한 검사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수 침술과 검사

료의 급여 확대로 1995년부터 한의 급여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4년

에는 전체 진료비의 1.4%, 1996년 2.8%, 2000년에 4.6%가 된다.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급여실적은 1994년 전체 한방건강

보험 총 진료비의 27.79%에서 96년 10.44%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00년 ~ 02년 사이에는 7.17%에서 4.92%로 감소했고, 2003년에는 4.06%

를 차지하게 된다. 04년 ~ 05년 사이에는 최초로 보험약 사용총량마저

10)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검토자료.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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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고 06년 이후에는 2%도 채 되지 못하다가 09년에는 1.2%까지 떨

어져, 한약제제 급여실적은 그 이후로도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11).

단미제의 경우 현재 67종12)만이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는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과서에 수록된 408종 한약재의 17%, ⌜대

한약전 130종⌟과 ⌜한약규격집 384종⌟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 514종

의 13%이며, 교과서에는 381개의 기본 처방의 방제13)구성과 가감법이

기재되어 있지만, 한방의료보험 급여의 방제 처방수는 56종으로 15%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한방의료보험은 한의대 교과서에 수록된 한약재

수의 17%와 한약처방의 15%만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14).

이렇듯, 현행 한방건강보험의 약제급여 방식은 일정한 한약처방(56개

처방)과 67종의 단미제를 미리 정하고 그 처방으로 상용하는 상병명(346

개 상병)을 규정하여 변증15)이 없는 단순한 진찰만으로 상병에 따라 처

11) 임병묵. (2011). “사상체질처방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 추진 과제”. 사상체질

의학회. 23(1).

12) 중복으로 등재되었던 육계가 2014년 6월 1일자로 제외되면서 현재 단미제는

67종에 이른다.

13) 방제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배합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효를 이용

하여 질병의 치료효과를 얻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약물의 주작용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처방을 구성하게 되는데 군신좌사의

구성원칙 및 약물배오 등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약재 중 일

부는 가공방법에 따라 약작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의 가공법인 포

제의 유형도 결정한다. 환자에게 약 복용시의 주의사항 및 금기에 대해 지도

하거나 보조원에게 복약상담을 지시하는 것까지가 모두 방제의 영역에 속하

므로 방제에 관련한 기술료로는 결정기술료, 방제구성기술료, 포제 및 제형

결정에 따른 기술료, 복약상담료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비급여한약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14) 한약급여시 의료시장 변화분석 연구(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5) 변증은 중의학을 포함하여 한의학, 일본의 한방의학에서 활용되는 진단방법

으로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사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침구, 약물, 추나 등 각종 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변증의 유형 및 체계는

다양한데 근간이 되는 팔강변증(八綱辨證), 장부변증(臟腑辨證), 기혈변증(氣

血辨證),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이 있으며, 사상체칠의학에서도 각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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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된 한약제제를 급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방명 중심의 급여형태

로 환자 진찰 후, 처방명을 찾고 그 처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병명 중에

서 하나의 상병명을 선택하여 청구해야만 보험심사시 인정하는 방식으

로, 이는 한방건강보험이 실시될 당시, 한의학적 진료형태와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양방의 체계를 그대로 도입함으로 인해 생긴 태생적인 한계이

다. 그러나 한의학은 상병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변증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을 중심으로 한 약제 급여 방식은 한의사

의 약제 투여 행위를 극도로 축소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는 환자에게 쓰고 싶은 처방이 있으면 그에 맞는 상병명을 찾아 선택하

는 진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한의학은 그 특성상 시술, 처치의 다양

성보다는 처방과 약재 조합의 다양성이 큰 진료체계이지만 양방 중심의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다양한 시술 중 처방 문제로 축소, 편입됨으로써

환자의 각개 증상에 맞는 맞춤처방으로 투약이 이루어지는 한방의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16).

따라서 한방의료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첩약을 급여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 왔는데, 한방 건강보험의 적용을 위한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시행되었던 첩약 급여가 전국 확대 실시에서는 제외되자,

한방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첩약 급여화에 대한 목소

리가 제기되기 시작한다.

1987년 2월 1일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지만,

90년의 경우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료보험 총 진료건수의 1.1%, 총

급여비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1991년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보험 이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

별로 변증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16)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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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33.2%, 한의사들의 29.6%가 보험 급여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

적했다. 그 당시 한방 진료 중 가장 큰 비중(83.0%)을 차지하는 첩약이

제외되어 한방의료 이용자에게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으며, 특히 한의사들의 20.3%가 ‘보험적용 대상인 한방가루약에 대

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지적했는데 환자들이 관습적으로 첩약에 익숙해

있어 가루약의 복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7).

이에 1993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 첩약이 양방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갈근탕,

쌍화탕 등 국내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치료 첩약을 의료보험 대상품

목에 넣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했고, 보사부는 “한의사협회의 요청을

검토한 뒤 약재의 규격기준을 통일화해 이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지만18), 시행되지 않았다. 이 당시 첩약이 보험 적용될 경우 10만 원대

였던 한약 1제(10일분)가격이 약 2~3만원(본인부담금)대로 대폭 낮아지

고 한의원 이용률도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 한의사회(청한) 역시 첩약을 의료보험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경우, 국민의 한의원 이용이 크게 늘어나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

도록 보사부에 촉구한 바 있다19).

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논의는 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는

데, 이는 한약 분쟁 와중에 한의의약분업(한약사 직능 신설)과 함께 첩약

의 보험급여가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의

한약분쟁은 한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약사법개

정추진위원회’가 한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한약 취급 약사 중 한약조제약

17) “한방의료보험 이용률 저조”, (1991.7.20., 연합뉴스)

18) “한약 첩약 보험 적용 길 열릴 듯”,(1993.7.26., 연합뉴스)

19) “한약 첩약 보험적용 요청”, (1993.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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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험에 합격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임의로 처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마무리된다.

당시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첩약을 선호했지만, 한

방의 가장 큰 분야인 첩약이 보험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한의사나 환자

들은 한방의료보험을 별로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한방의료보험은 실시된 지 7년여가 지났어도 아직도 뿌

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20).

이후 ‘첩약의료보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여론화를 시도하고 첩약의

급여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약(첩약) 의료보험 추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21)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요구

했으며22),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의료기관의 주치료 약제

인 한약(치료 첩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부터 치료 한약이 급여 대

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했다23). 이와 같이 첩약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촉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실시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20) “한방의보 실시 7년 뿌리 못 내려”, (1994.9.30., 연합뉴스)

21) “‘한방첩약 의보적용 추진대회’ 개최”, (1995.1.11., 연합뉴스)

22) “<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보건의료복지계”, (2007.12.19., 연합뉴스)

23) “노인회, ‘65세 이상 한의원 본인부담 줄여달라’”, (2008.1.3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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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급여 개선 내용

1984. 12.1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 거주자 및 2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 침, 구, 부항 및 98종 단미

한약재로 구성되는 69개 처방

1987.2.1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실시 – 진찰, 입원, 침, 구, 부항,

조제 등

1987.4.1
한약제제 급여 실시–68종 단미엑스산제로 구성되는 26개

기준 처방

1987.9.1 한약제제 급여범위 36개 처방으로 확대
1990.2.1 한약제제 급여범위 56개 처방으로 확대

1994.8.1 특수침술 급여화, 양도락 검사와 맥전도 검사 급여화

1996.3

전국 32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방산재보험시범사업을 실

시하였고 급여범위는 한방의료보험 급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1997

한의약제 급여방식이 처방명 중심의 투약방법에서 한의사

의 자율적 처방권이 인정되면서 상병명 중심으로 인식 전

환

1999.4 산재보험 전면 확대
19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한방 자동차보험 적용이 명시

2000 자동차보험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한방분과 구성
2000.7 건강보험 심사부분의 독립(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7 의약분업 실시 한방제외

2001.1.1 한방처치료 항목 신설, 100대 100 본인부담 항목 신설
2001.9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제정

2005.8.1 한방요법료 급여 전환(개인정신치료 등 8개 항목)
2007.1 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가 건설교통부 고시로 등재

2007
정율제 시행(65세 미만 총진료비용 중 30% 본인부담금으

로 부담 등)

2009.7
한국표준사인분류(한의)3차 개정안 고시(2010.1.1. 시행),

외과의 질병분류(KCD)를 수용하면서 한의고유사병 (U코

표 3. 한방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24)

24) 숫자로 보는 2000년대 한의건강보험(2014, 한의정책, 2(2)),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언(2017, 한의약 정책 리포트, 2(1))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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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306개) 신설

2009.12
경근온열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3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

실시
2010.1 침술별 적응상병 기준이 삭제되고 처방별 적응상병 실시

2011.1

한의원 외래 본인부담기준 및 본인부담액 제도 변경

- 65세 이상 노인 투약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을 20.000원으

로 상향조정

2012.1.1
한방시술 중 자락관법 실시 시 일회용 부항컵이 재료대

급여 적용

2017.2.13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구분 급여항목

진찰

· 기본진료료 : 8개 항목(진찰료, 입원료, 회송료, 낮병동 입원

료, 협의진찰료,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정간

호 기본방문료(1일당)

검사
· 검사료 : 6개 항목 (양도락검사,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약제
· 단미엑스산제26) 67종

· 혼합엑스산제27) 56개 처방

투약

및

조제료

· 외래·퇴원환자조제료[1회당]

·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

처치

및

시술

· 처치료 : 11개항목(관장, 체위변경처치[1일당], 회음부 간호,

침상목욕간호, 통목욕간호, 총관도수법, 접대총관도수법, 일

반처치, 산소흡입, 비위관삽관술, 비강내영양)

· 시술료 : 15개 항목(경혈침술, 안와내 침술, 비강내 침술, 복

강내 침술, 관절내 침술, 척추간 침술, 투자법 침술, 전자침

술, 레이저 침술, 분구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변

표 4.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25)

25) 한의약 정책 리포트, 2017, 2(1)

26) 단미엑스산제 : 1종의 한약을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의약품(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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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술료, 온냉경락요법)

· 한방요법료 : 3개 항목(개인정신치료, 정신과적개인력조사,

가족치료)
식대 · 입원환자 식대

재료대 · 일회용부항컵

제 2 절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의 추진 과정

1.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 결정과정

첩약 시범사업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쳐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항목을 포함시키게 되며,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 의결이 이루어지

게 된다.

첩약 시범사업 검토 자료. 대한한의사협회)

27) 혼합엑스산제 : 2종 이상의 단미엑스산제를 별도의 처리공정 없이 혼합한

의약품(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검토 자료.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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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30

u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

약)을 보험급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입

법 발의

2012.9.6

u 한의계 현안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정책토

론회 개최

- 첩약 보험급여 실시에 대하여는, 재정 범위 내에서 전

국민 급여혜택 바람직함과 재정추계, 적용 연령 등 고

려하여 실무 협의 진행하기로 함

2012.9.10

u 12.9.10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양승조 의원실 자료 제공

(3회 제공)

-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실시 목적, 필요성 및 각

종 통계자료, 관련 논문 등

2012.9.19

u 건강보험정책관, 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 간담회

-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관련 논의

* 급여 당위성, 대상군, 질환별 등 고려한 재정 추계

후 재논의

2012.9.21

u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급여화방안 제출(복지부 한

의약정책과)

- 급여 필요성, 급여 대상군별 방안 자료 제출

* 특정질환 대상 : 전 연령층 대상 감기 상병에 한약

(첩약) 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 바우처 제도 도입

*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도입 : 기존 바우처 제도에

서 한방 확대적용

* 난(불)임 치료를 위한 한약(첩약)지원 : 저출산·고령

화 사업 지원

표 5.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 결정과정28)

28)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2012). 대한한의사협회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건정심 의결관련 협회 의견(2018).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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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6

u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관련 대상군

별, 질환별, 처방명 등 검토 자료 제출(복지부 보험급

여과)

- 소아(6세 이하)의 감기, 비염 상병

- 여성 : 월경통, 월경불순 상병 등

- 노인(65세 이상) : 폐기관지염, 폐렴, 근골격계 질환 상

병 등

- 일반성인 : 당뇨병, 본태성고혈압, 스트레스성 과민성

위염 등

2012.10.25

u 제 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용 첩약 한

시적 시범사업’ 실시 결정

- 대표상병 선정, 용어 등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간 사전

협의 운영

제 3 절 연구 설계

1. 구성요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로 선정이 되고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Kingdon의 정책흐

름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모형을 분석의

틀로 삼고 문제흐름과 정책흐름, 정치흐름, 정책활동가, 정책의 창의 구

성요소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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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흐름

문제의 흐름은 정책 문제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된 일련의 흐름

을 말한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움직임을 이끌어 낸 일련의 흐름으로는

보험수입 의존도 증가에도 불구한 한의원의 경영수지 악화, 높은 가격으

로 인해 환자들에게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첩약의 장벽, 그리고 이

로 인한 첩약 시장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첩약은 한방 의료의 치료수단

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첩약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여하지 못하는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제한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는 치료효과 및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

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방 보장성 강화

를 위한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제안 및 공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건강보험 재정흑자와 맞아 떨어져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끄

는 일련의 흐름을 조성하게 된다.

2)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특정분야에서 정책대안이 만들어지고 채택되는 과

정을 의미하며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관련 정책 전문가들이 논의와 협

의를 거쳐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 대

안의 흐름에는 정책공동체의 존재 및 분화정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

책공동체가 분화되어 있을수록 더욱 다양한 대안의 흐름이 가능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에는 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근골격계 질환,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표상병에 한하여 한시적(3

년)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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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여론 및 정권 변화, 이익집단의 압력 등의 활동을 말한

다.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의사협회의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및 대선 국면 등을 살펴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4) 정책의 창과 정책활동가

정책의 창 안에서 세 흐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결합논리와

결정스타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

업의 사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후에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활동가가 정책이 결정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하는 주체

임을 의미할 때에 본 사례에서 정책활동가는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행

부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책활동가의 활동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에서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고 있는 요인으로 정책의 창을 열게 하거나

열렸을 때 자신의 시간, 노력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가시적인 정책변

동을 이끈다. 본 사례에서도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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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분석대상

문제의 흐름

한의원 경영 악화

첩약의 가격장벽 및 첩약 시장의 축소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급여 확대 제안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정책대안의

흐름

기존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 요양급여의

모형 및 첩약 건강보험 모형에 관한 연구

정치의 흐름

국회의원 입법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대선 국면

정책의 창 이해관계자 협의 전제
정책 활동가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표 6. 구성요소와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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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문제의 흐름

· 한의원 경영 악화

· 첩약의 가격장벽 및 첩

약 시장의 축소

·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보

를 위한 지속적 급여 확

대 제안

· 건강보험 재정 흑자

↘         

정책대안의 흐름

· 기존 자동차보험, 산업재

해보상보험, 공무상 요양

급여의 모형 및 첩약 건

강보험 모형에 관한 연

구
⟶  

정책의 창

이해관계자

협의 전제   ⟶
시범사업

실시

             ↗   ↑

정치의 흐름

· 국회의원 입법 발의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대선 국면
       

정책활동가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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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제 1 절 문제의 흐름

1. 한의원 경영 악화

국민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그 역할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양방의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을 제치고 5

회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에 대해 환자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한방의료보험의 제한적인 급여

범위 및 한방의료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내부적인 요인과 건강기능식

품소비 증가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년간(1987년~2007년) 한의원 경영수지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김대

훈·임병묵, 2012)에 따르면, 한의원의 보험수입은 1987년 23%에서 2007

년 56%로 증가하였고, ‘비보험 투약(첩약, 비보험 환·산제 등)’의 구성비

는 1996년 41%에서 2007년 31.6%로 감소하였다. 이는 보험 수입 의존도

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한의원의 수익모델이 ‘비보

험 투약’ 행위로부터 ‘시술·처치, 한방요법 및 기타’ 행위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술·처치, 한방요법 및 기타’의 세전 진료이익

29) “한방 건강보험 적용, 양방의 0.4% 불과”, (2011.3.10.,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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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적자를 보임으로써, 관련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 체계 개선 없이는

해가 거듭할수록 한의원의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보험투약(엑스제)의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의협과 한방산업벤처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30)에서는 한의

사의 77.6%가 ‘한의원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경영수지

악화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의원 폐업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의원은 2006년 기준 폐업률

59.1%를 기록했으며, 갈수록 증가해 2010년에는 75.1%를 기록했다. 실제

로, 2000년 364곳, 2001년 430곳, 2002년~2004년까지 폐업 한의원 수가

각각 503곳, 577곳, 589곳으로 500여 곳에 머무르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

서 610곳, 2006년 734곳으로 급증하였고, 2009년 727곳, 2010년 842곳,

2011년 863곳, 2012년 88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 및 수도

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였으며, 충북 청주 상당·흥덕보건소에 따

르면31) 2009년 2월말 폐업 신고한 병의원 수는 모두 10개소였는데, 이

중 40%에 이르는 4개소가 한의원이었다. 특히 상당구의 경우 폐업 신고

한 6개의 병의원 중 4개소가 한의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2008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한 34개소의 병의원 중 한의원이 차지한 7개소에 비해 증

가한 수치였다.

30) “한의사 77.6% ‘한의원 경영 너무 어렵다’”, (2004.10.27., 브레이크뉴스)

31) “경기침체 문 닫는 한의원 늘어나, 올해 폐업신고 10개소 중 4개 한의원”,

(2009.03.23., 충북인뉴스)



- 49 -

구분 07 08 09 10 11 12

한의원

개업

(%)

1,405

(13.0%)

1,298

(11.5%)

1,175

(10.0%)

1,121

(9.3%)

1,203

(9.7%)

1,184

(9.3%)

폐업

(%)

843

(7.8%)

823

(7.3%)

727

(6.2%)

842

(7.0%)

863

(7.0%)

880

(6.9%)

한방병

원

개업

(%)

20

(14.1%)

23

(15.8%)

34

(21.5%)

40

(23.8

%)

43

(23.4)

52

(25.9%)

폐업

(%)

23

(16.2%)

19

(13.0%)

22

(13.9%)

30

(17.9

%)

27

(14.7

%)

35

(17.4%)

표 7. 한방의료기관 개·폐업 현황32)

주요 한방병원도 환자가 줄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한방병원 2003~2007년 진료실적’에 따르면 28개 주요 한방병원의 외래환

자는 2003년 199만 3,911명, 2004년 192만 2,282명, 2005년 195만 1,852명,

2006년 187만 5,425명, 2007년 182만 185명으로 5년 사이 17만여 명

(8.7%)의 환자가 줄었다33).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기별 통계지표에 따르면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1분기 보험급여비용 증감률은 4.37%로, 의원급의 경우

3.40%로 전체 증감률보다 다소 낮았지만, 한의원은 –3.88%로 절대 급

여비용조차 감소했다34).

이러한 경영난에 한의사가 경영악화를 비관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

는 사건도 발생한다. 2004년 11월 한의사 김모 씨(35)가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35) 2005년 5월, 한의사 임모 씨(36)도 자신이 경영하는 한의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2012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33) “한방병원 찾는 발길 줄었다”, (2008.7.8., 동아닷컴)

34) “경기악화로 한의원 폐업 급증”, (2008.7.16., 내일신문)

35) “한의사 자살...6억원 빚에 목 매”, (2004.11.10.,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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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 된다36). 김모 씨(35)의

경우, 빚 6억 원 때문에 고민해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병원 책상 위에

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적힌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경영난 때문

에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았으며, 임모 씨(36) 역시 빚을 내 한

의원을 개원했으나 경영이 어려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자살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 5월에는 전주의 한 여관에서 한의사 이모 씨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모 씨는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보

험급여 허위청구를 하게 되고 허위청구로 복지부에 적발돼 자격정지 1년

처분의 위기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이다37).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건강 보조식품의 등장으로 한약에 대

한 수요가 줄어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폐업하는 한의원이 속출한

다는 내용으로 KBS 뉴스가 2011년 2월 3일 보도되었으며38), “위기의 한

의사 ‘폐업 속출’”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2011년 2월 6일 MBC에서도 방

영된다39). 한의원의 경영악화는 이러한 지표 및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나

고 있었고, 그 당시 한의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은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의 폐업률 증가는 국민건강

관리 체계 붕괴로 이어져, 향후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폭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

며40), 이러한 한의원의 경영악화는 첩약 의료보험 적용 등의 한방건강보

험 급여제도의 개선에 대한 촉구로 이어지게 된다.

36) “한의사도 경영악화 비관자살”, (2005.5.9., 메디칼타임즈)

37) “‘무차별 허위·부당청구 실사 줄여’ 청렴위 약발 먹히나”, (2007.6.5.,메디컬투

데이)

38) “위기의 한의원.. 폐업 속출”, (2011.2.3., KBS 뉴스)

39) “위기의 한의사 ‘폐업 속출’.. 고수익은 옛말”, (2011.2.6., MBC 뉴스)

40) “2008년 한의원 폐업률 2005년에 비해 23.2% 증가”, (2009.10.8., 민족의학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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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첩약의 가격장벽 및 첩약시장의 축소

한방의료의 치료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한약)이 건

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

격 장벽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도 어려운 실정이

었다.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인식 조사41)에서 한의학의 단점으로 ‘치료비가

많이 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방 치료시 걱정되는 점으로 ‘고가

의 진료비(28.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침·뜸·부항 등의 한의학적 시

술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을 제약하

는 요건으로 ‘높은 한방 의료비’가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42), 한방의료 이

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한방의료의 개선점이 ‘의료보험화(39.2%)’라는 응

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43), 특히 ‘한약·탕약(59.6%)’, ‘물리요법(23.6%)’,

‘한약제제(9.8%)’ 순44)으로 건강보험 한방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

한약에 대한 이용의사에서 한약의 본인부담 수준을 양약 수준으로 할

경우 ‘한약을 더 이용하겠다’는 응답(66.5%)이 ‘평소대로 하겠다’는 응답

(27.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약(40%)이 양약

(34%)보다 선호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45) 한약에 대한 선호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첩약 이용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현황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방 이용시 본인부담을 줄여 주었을 때 소비자의 이용의사를 조사한

41) 2008년 한방 의료 이용 실태 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

42) 한방의료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9), 한국한의학연구원

43) 2008년 한방 의료 이용 실태 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

44)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5) 한방급여시 의료시장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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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인 부담을 반으로 줄일 때에 ‘한방을 더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65%)가 ‘평소대로 하겠다’는 의견(29%)보다 월등히 높았고, 의료보

험에서 첩약이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료

보험에 첩약이 포함될 경우 한방의료기관 이용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83.1%)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여46)

한방의 이용가격이 의료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의 결정요인에는 개별 소비자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의료서비스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수

준, 대체 의료서비스의 가격, 시간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있지

만, 이 중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방의료의 가격이다. 이전에 약국에서 비교적 싼값으로 한약을 조제하는

사례가 늘어났던 것도 한방의료기관의 가격이 매우 높음으로 인해 한방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낮았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방의료의 가격, 특히 첩약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첩약의 가격을 적

정 수준으로 낮출 경우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할

것을 예상한 김진현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약국서비스의 가격탄력성

이 3.3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었는데, 최병호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시 약

60%의 환자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를 통해 한방의료의 경우 양방에 비

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

었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소득탄력성

도 약 5.7로 추정되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보다 한방의료를 더 많이

46) 한방의료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9),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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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한방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첩약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방의료에 대한 선호의 표출이 억제되고 접근도가

하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이용가능요인인 소득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한방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확실히 높았고(조경숙(2000), 박지은(2010)), 2009년 한국

의료패널을 통하여 1년간 외래이용을 이용한 성인 10,14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소득이 높은 군에서 한방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47). 고소득층에서 한방의료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고가

의 보약 등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저소득층에게 제공할만한 필수적인 의료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첩약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에게 한방의료의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방의료 이용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역시 ‘보험

이 안 되는 고가의 진료비가 걱정된다(45.2%)’였는데, 한의원 이용자는

24.8%가, 한방병원 이용자는 45.2%가 ‘고가의 진료비’를 꼽았다. 이 역시

환자들이 한방의료는 한약보약재 등 의료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진료와

처방이 많아 양방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소지가 많음

을 보여준다. 이는 한방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한방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48), ‘한방진료를 받을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한방치료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 비싸서’라는 응

답도 18.7%로 나타났다.

이러한 첩약의 높은 가격장벽은 환자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제한과 함께

47) 김동수(2013), “외래의료이용자 중 한방의료이용 관련요인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8) 2008년 한방 의료 이용 실태 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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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시장의 축소를 불러왔다. 한의원 경영수지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

(김대훈·임병묵, 2012)에 따르면, ‘비보험 투약’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재료비의 비율이 1996년 23.6%에서 2007년 13.0%로 10%이상 넘게 감소

하였다. 이는 ‘비보험 투약’에 속하며 재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첩약의 매출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약재의 2006년 매월 구입액이

1999년 대비 9.4% 감소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황대선, 2008)로 한약재

가격 및 물가 상승분까지 추산한다면 한약재 구입액이 늘어나야 하나 낮

아진 것으로 보아 한의원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첩약 시장의

축소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첩약의 비급여화는 첩약의 선택기준이 의학적 고려가 아닌 환자 개개

인의 경제적 사정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는 첩약의 투여율과 한약

이 장점을 보이는 내과 질환, 만성 질환의 진료율은 떨어지고 급여에 포

함되는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의 진료가 주가 되어 한

방의료의 특정 분야만 발전하게 만들었다49).

이뿐만 아니라 첩약 비급여화는 한방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의 측면

에서는 고가의 첩약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가격장벽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한방의료 이용의 제한을

일으키고 있었다. 비급여로 인한 첩약의 가격장벽 때문에 한약은 보험급

여 한약제제에 국한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약재의 가감으로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왜곡된 진료형태 및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저하까지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었다.

49)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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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10 2011 2012

진료실인원 57.78 58.3 58.2

내원일수 51.89 52.9 53.1
급여일수 50.63 51.6 51.7

진료비 51.21 52.5 52.7
급여비 51.74 53.1 53.4

3.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급여 확대 제안

보건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

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2012년 초에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한

의사협회에서도 한방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치료용 첩약 보험

급여 실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한의계의 진료형태는 건강보험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존

의 침·뜸·부항 중심의 보장성 확대는 한의계의 치료 영역이 근골격계 중

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낳았다. 한방의료기관 건강보험의 50%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진료비,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5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방보험 상위 10

대 질환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명에 집중되어 있다50).

표 8. 건강보험 보험내역에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2010~2012)(%)51)

50)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현재(2014, 한의정책, 2(2)), 한국한의학연구원

51)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현재(2014, 한의정책, 2(2)),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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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요통 요통 요통 요통 요통 배통 등통증 등통증

2
견비

통

견비

통

견비

통

견비

통

견비

통

어깨

병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3 염좌 염좌 염좌 염좌 염좌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어깨

병변

요추·골

반

관절·인

대

탈구·염

좌·긴장

4
경부

통

경부

통

경부

통

마목:

감각

신경

마목:

감각

신경

요추·골

반

관절·인

대

탈구·염

좌·긴장

요추·골

반

관절·인

대

탈구·염

좌·긴장

어깨

병변

5

고·

슬부

옹저

마목:

감각

신경

마목:

감각

신경

고·

슬부

옹저

고·

슬부

옹저

발목·

발부위

관절·인

대

탈구·염

좌·긴장

소화

불량

발목·

발부위

관절·인

대

탈구·염

좌·긴장

6

마목:

감각

신경

고·

슬부

옹저

고·

슬부

옹저

경부

통

경부

통

근골격

계·결합

조직

질환

발목·

발부위

관절·인

대

탈구·염

기타근육

장애

표 9. 한방건강보험 상위 10대 상병명(2005~2012)52)

52)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현재(2014, 한의정책, 2(2)),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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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긴장

7 두통 두통 두통 두통 두통
무릎관

절증

기타근육

장애

무릎관절

증

8
역절

풍
복통

역절

풍

역절

풍
복통

소화불

량

근골격계

·결합조

직 질환

근골격계

·결합조

직 질환

9 복통
역절

풍
복통 복통

역절

풍

손목·

손부위

관절·인

대 탈구

무릎관절

증
소화불량

10
위완

통
상근 상근 상근 상근

목부위

관절·인

대

탈구·염

좌

손목·

손부위

관절·인

대

탈구·염

좌

목부위

관절·인

대

탈구·염

좌

90년대~2000년대 초반 침·뜸·부항 위주의 보장성 확대는 근골격계 위

주의 치료 관행을 만들었고, 첩약이 빠진 건강보험제도는 한의계를 침치

료 위주의 근골격계 한의원으로 고착화시켜 이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

고 있었다. 근골격계 위주의 치료관행 및 한약보장성의 퇴보는 치료영역

의 축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한약보험의 질적 개선 및

이를 통한 치료영역의 확대가 한방건강보험의 핵심 과제로, 한약을 제외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정부

(보건복지부)측에 건의했고 정책토론회 및 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

로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및 실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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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입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지

출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당

기

수

지

11,788 △747 △2,847 13,667 △32
△12,99

4
6,008 30,157

적

립

금

12,545 11,798 8,951 22,618 22,596 9,592 15,600 45,757

4. 건강보험 재정흑자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0년 1조 2,994억 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12년에는 3조 157억 원의 최대흑자를 기록한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2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12

년 1~6월 건강보험재정은 2조 5,549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

으며, 상반기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을 넘는 흑자

액을 기록하기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2005년 이후 처음이었다53).

표 10. 건강보험 연간 재정수지54) (단위 : 억 원)

53) “상반기 건보재정 2조 5529억 원 흑자 ‘역대 최고’”, (2012.9.11.,의협신문)

54)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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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기 수지 구분

2012년 상반기 2조 5,549억 원 흑자

2011년 상반기 1조 929억 원 흑자
2010년 상반기 2,568억 원 흑자

2009년 상반기 1조 2,158억 원 흑자
2008년 상반기 1조 4,172억 원 흑자

2007년 상반기 695억 원 흑자
2006년 상반기 4,290억 원 흑자

2005년 상반기 1조 5,579억 원 흑자

표 11. 건강보험 상반기 재정수지 현황55)

이렇듯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고를 기록했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논

의만 있지 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

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건보 재정 흑자 속에서 챙겨야 할 것은 수가 인

상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56).

보건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

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데,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흐름과 맞물려, 보

장성 강화방안 중의 하나로 2013년 최대 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

해 한방 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19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장성 확대방안을 보고하였으며,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고려해 기존

계획보다 보장성 강화범위를 확대해 내년 보장성 강화정책에 1조 2,000

억 원 ~ 1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도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 인상률 등을 감안해 2013년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두 가지 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1안은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2009~2013년)대로 초음파 검사와 치석제거, 소아

선천성질환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이었고 2안은 1안보다 건강보험 재정

55) “상반기 건보재정 2조 5529억 원 흑자 ‘역대 최고’”, (2012.9.11.,의협신문)

56) “의료수가 올리고 보장성 논의는 뒷전”, (2012.10.22.,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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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억 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며 보장 대상을 더 확대한 방안으로57), 기

존의 보장성 강화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방

급여 시범사업 정책이었다.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과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상병 중심으로 한방 보험급여를 한시적으

로 시행하자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최대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대표상

병을 정해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안을 낸 것이다. 이때 임

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에 쓰이는 고운맘 카드의 이용기관을 한방 의

료기관까지 확대해 500억 원의 추가재정도 예상됐는데, 양 방안이 모두

확정될 경우 2013년부터 한방 의료기관에 최대 2,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치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신규 보장성

확대 항목에 투입되는 3,810억 원의 총 예산 중에서 2,500억 원 가량이

한방의료기관의 몫이 되는 셈이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

등이 한방에 편중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게 된다58).

2012년 건강보험 사상 최대 흑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

및 한방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게 되고, 건정심은 10월 22

일~24일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013년도 보험료율·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57) “정, 초음파 급여화 단계적 확대...한방 급여 확대 검토”, (2012.10.22., 청년의

사)

58) “한방급여 2000억원 투입 검토...수가 13% 인상 효과”, (2012.10.22., 의협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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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은 주로 연구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 및 전문성을 지

니는 직업 관료, 오랜 기간 정책을 다루어온 의회 보좌관 등에 의하여

형성되며,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로(최성락 외, 2012), 정책 대안은 공청회나 보고서 등을 통해 나타난다.

현행 보험 약재 급여 방식은 처방명 중심체계이다. 67종의 단미제와

56개 기준 처방에 의하여 약제를 투여하며 처방에 따라 상병을 규정한

방식이지만 한의학은 상병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변증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방건강보험체계는 상병보다 변증을 중요시하

고 ‘같은 변증이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상병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상병

이라도 다양한 변증이 있는’ 한의학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실정이었다59).

첩약의 보험급여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60) 대한한의사협회

전산망에 이메일이 등록된 한의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방안을 예시하고 그 선호를 파악한 결

과61) 대안의 선호에 있어, 현행 56종 처방을 포함한 특정 처방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과 일당정액제로 하되 특정질환, 연령 등에 대해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약재를 본인 부담시키

고 기술료에 한하여 보험화하자는 의견, 특정 연령에게 먼저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연령제한방식’은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9세 이하의 유소아에게 우선

59) 박용신(2002),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0)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61) 이은경, 정명수, 이기남(2009),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에 대한 한의사의 인

식도 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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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

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비교적 한방 의료를 선호

하고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에 한방 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하여야 한

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의 경우 치료비용도

1/2-1/3 정도만 들어 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

하여62) 어린이들에게도 우선 적용이 검토되는 방안이 있었다.

실제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첩약 지원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울

산에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을 상대로 한약 50% 할인 지원제도

가 시행되고 있었다. 울산시는 울산시 한의사회 주관으로 출산 장려 및

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말까지 한시

적으로 한약 50% 할인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사업

은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

모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울산시 거주 둘째자녀 이상 출산 여성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자치센터에 출생 신고시 한약 지원을 원할 경우,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원하는 관내 등록된 149개 한의원에

서 첩약을 지을 수 있었다. 20만원 이하 첩약 1제(2주분)를 50% 할인 받

을 수 있는 제도로63) 울산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말 기준, 해당 산모

1,805명 중 1,563명(86.6%)이 할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4).

이렇게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할인은 울산이 처음이었지만, 셋째

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한방첩약을 할인해 주는 자치단체로 경북 영주시

에 이어 고성군에서도 한방첩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6개월

62) 한방건강보험개선방안 연구(2007),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3) “두 자녀 이상 낳으면 한약 50% 할인사업 인기”, (2012.8.7., 파이낸셜 뉴스)

64) “둘째자녀 이상 출산 여성 한약 50% 할인 ‘인기’”, (2011.8.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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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희망하는 협약

지정 한의원에서 15일 분량 20만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 받을 수 있었

다65).

이외에 약재별 g당 수가를 지정하여 처방시 나올 수 있는 최고치를

제한하여 시행하자는 의견, 일부지역에 시범실시를 한 후 전면실시하자

는 의견,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처방 가능한 100종 처방부터 우선 실

시하자는 의견, 복합제 처방의 한약보험화, 처방이 아닌 약재로 보험급여

를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약국 내 한약제재 사용 금

지, 약가 보조 등의 의견도 있었다66). 실시 의견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의

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6종 처방에 대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자동

차보험처럼 하자는 의견이 그나마 많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보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실시하자는 대안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당 정액제’는 1일 또는 첩당 한약가의 정액을 기준고시하여 한약을

보험급여 했을 때 보험급여한 한약가가 기준 고시액에 넘어서거나 모자

라거나 상관없이 이를 모두 기준 고시액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급여대

상 약재의 종류와 수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일당(첩당) 약제비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이다. 보험 공급자는 모든 처방의 약재비에 대해 일정액만

급여하면 되고 한의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처방을 낼 수 있게 되며,

한방 의료 행위의 특성상 침, 구, 부항 등의 시술이 특정한 한 질환을 목

표로 하기 보다는 전신상태의 개선이라는 전일체적 관점으로 다양한 질

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과정의 특수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방안이었다67).

65) “‘출산율을 높여라’... 지자체 장려책 봇물”, (2010.9.17., 서울신문)

66) 이은경, 정명수, 이기남(2009),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에 대한 한의사의 인

식도 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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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을 좀 더 확장하면 약재비와 방제기술료를 합하여 ‘포괄적 일

당 정액제’ 방식도 가능한데 약재비와 방제기술료를 나누지 않고 포괄하

여 급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방식을 시

행하고 있다. 기술적 요소와 물적 요소로 나누고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점

수로 계산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난 방식이지만 방제라는 기

술적 요소와 약재라는 물적 요소는 함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

서 고려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은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행위요소를 계속

늘려 수가를 올리고 비용 상승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청구·심사·지급 및 관리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68).

현재 첩약이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보험은 배상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공무상요양급여이다. 자동차보험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의 모델로 검토되기도 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첩약과 첩약을 조

제할 때 발생하는 탕전료를 보장하며,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

월부터 첩약 1첩당 4,870원, 탕전료 1첩당 670원으로 적용되고 있다가

2013년 1월 인상되어 첩약 1첩당 6,690원, 탕전료 1첩당 670원이 적용될

예정이었다69). 첩당 총액고정형으로 탕전행위를 구분해서 탕전료를 인정

하고 있으며, 이는 총액을 기준으로 조제 및 혼합비용이 첩제가격에 포

함되고 탕전행위를 따로 구분한 방식이다.

67)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68) 한방건강보험개선방안 연구(2007),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9)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2017), 송윤아·이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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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한방첩약(1첩당) 4,870원

한방탕전료

가. 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

나. 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

한방첩약(1첩당) 4,870원

한방탕전료

가. 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

나. 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

분 류 금 액

한방 약가

(입원요양자)

한약(탕약)(1일2첩 기준) 첩당 10,000

탕전료1회(1일당) 1,200

표 12. 타법령에서의 한약(첩약)급여 현황70)

표 13. 공무상 요양급여 현황71) (단위 : 원)

반면, 질병군별로 포괄하는 방식은 양방의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의료서비스 구조의 단순성으로 인해 급여범위도 제한적이며 단순하고,

만성질환 환자의 내원율이 높은 한의학의 특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한

의학적 상병명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기간과 수가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한방의료의 지불제도 방식으로 고려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

다72).

이러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노인·여성 등

을 대상으로 한 대표상병에 급여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재정을 산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인상수가(자동차보험

첩약인상결정수가 : 1제(20첩 기준) 133,800원)를 참고하여 추정하고, 첩

약가격은 적정가격 설정연구를 통해 향후 설정할 예정임을 공표하였

다73).

70) 자동차보험은 2003.2.21.,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자보험준용)은 2010.4.27.부터

급여 적용됨

71)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72)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연구(2008), 이기남

73)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2012).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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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치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국민여론의 변화, 선거 결과, 행정부의 교체, 정당의석

의 변화, 이익집단의 압력활동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된다(Kingdon,

1984;152,170).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흐름을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대한

한의사협회장의 공약,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및

대선 국면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 기제로, 이익 집단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결정에 이르도록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조직화된 정치세력 간의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74). 이 때, 정부 관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정부 관료는 조직화된 정치 세력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순응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그들 간의 힘의 균형을 판단하여 의사결정

을 내리게 된다(Kingdon, 1984;171). 이 때, 국민 여론이나 선거 결과 등

은 조직화된 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Kingdon,

1984;171-172),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은 입법발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국회의원 입법발의

2012년 8월 30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배기운, 조정

식, 김태년, 강기정, 오제세, 박수현, 박민수, 이석현, 최동익 10인의 국회

의원에 의해,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

(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74) 박소영, 김민조. (2012). “Kingdon의 다중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한 수석교사

제 정책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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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발의된다. 개정안은 제46조2의 신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

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

여를 실시하며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 및 급증하는 노

인인구와 함께,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

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

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밖

에 없는데, 적절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게 되므로, 유행성질

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강조된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가 2004년과

2005년 4.4%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1년 3.9%로 줄었고, 2010년 한방병

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7.4%, 한의원의 보장률은 54.3%로 전체 건강

보험 보장률 62.7%에 비해 낮다’면서 전체 급여비용 중 한방급여비가 차

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노인들의 한방수요 및 만족도는 높음을 근거로 제

시하였다75). 법안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한방건강보험은 양방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접

75) “양승조 의원 ‘노인 한약 급여화’ 재차 주장” (2012.10.5., 메티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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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재정추계에 대해서 양승조 의원실은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수요가 크게 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재정추계를 제시하지 않

았다”고 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와 재정규모와 적정한 급여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6).

특정 약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건정심 산하 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근거들을 중심

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하면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고시한다. 이

번 첩약 급여화 입법발의는 보건복지부 고시보다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에

서 급여여부를 결정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을 보험급여화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안 입법발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절감,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첩약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여론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복합제제77)’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었다. 단일

한 한약제제로 만든 단미제제와 단미제제를 섞어 만드는 ‘혼합제제’의 경

우 1987년부터 제한적인 급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몇 가지 약제를 단순혼

합하는 수준을 넘어 정제하는 ‘복합제제’는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다. 혼합제제 급여안의 경우, 이미 급여하고 있는 단미·혼합제제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높아 급여화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고, 비용효

과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급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

76) “한약(첩약) 급여화 발의에 전문가들 ‘갸우뚱’”, (2012.8.31., 의협신문)

77) 복합엑스제제 : 2종이상의 한약을 혼합하여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의약품(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검토 자료.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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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로 첩약 조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이었다. ‘첩약 가격은 오랜 기간 형성된 관행수가로 이미 진찰료와 조제

료·탕전료·검사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비급여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었으며 첩약에 대한 급여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

었다78). 하지만 첩약 급여화 입법발의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

협회와 보건복지부간의 정책토론회(12.9.6)에서 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관

심을 보이게 되며79), 그 당시 65세 이상 첩약 보험급여 뿐만 아니라, 한

방 물리요법 보험급여 확대,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

관련 여러 사항들의 주제가 있었으나, 특히 입법 발의된 첩약 보험급여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게 된다.

2.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및 활동

김정곤 협회장은 ‘양방에 비해 불합리한 한방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 보험약제의 질적 개선 및 처방 확대, 65세 이상 노인

과 다빈도 질환에 대한 첩약의료보험 도입, 한약의 제형 변화 필요성 및

안전성 확보,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한약 간독

성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다. 특히 첩약의료보험 도입에 관심을 두었는데, ‘첩약의 건강보험

화’는 양날의 칼로, 전면 실시는 득도 되지만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

계적 접근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으며80), ‘아픈 국민이 본인의 병

에 대해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진료선택권인데, 한방

의 의료보험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국민은 양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78) “보건복지부, 한약 복합제제 급여화 검토”, (2012,8,6, 의협신문)

79)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2012). 대한한의사협회

80) “한의계의 미래, 누가 밝힐 것인가?, (2010.3.15.,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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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꼴이다’라고 주장해 왔

다81).

이에 국민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일부 계층과 일부 질환에 대해 먼저 첩약의료보험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령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첩약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면역감소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발생빈도가 낮아져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을 강조해 왔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도 한방 의료의 건

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첩약 보험 및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등을 제안하였고82)83),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

회 토론회’에서도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확대 및 65세 이상 첩약 보험

적용 등을 주장함으로써84), 첩약 급여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불러 일

으켰다.

3.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로 한의협을 포함한 의료공급자 단체의 대표 8명, 민노총을 포함

한 가입자 국민의 대표 8명, 정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공익

대표 8명인 3차 협의체제로 이루어진 위원회85)이다. 1999년에 제정된 국

81) “한방 의료보험, 국민의 진료선택권 문제.. 꼭 해결할 터”, (2010.3.31., 뉴스

한국)

82) “한의협 김정곤 회장,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면담-한방의료 보장성 강화

-65세 이상 어르신 첩약 급여 제안”, (2010.4.20., 메디파나 뉴스)

83) “한의협, ‘65세 이상 어르신 첩약 급여’ 제안”, (2010.4.20., 메디컬투데이)

84) “한방건보 보장성 강화 토론회 개최”, (2011.3.2., 아주경제)

85) 의약계 대표는 의료계 6명과 약업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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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수가, 급여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건

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건강보험관련 제

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이 바뀌었고, 요

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등 건

강보험 관련 주요 사안을 모두 관장하며86)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

는 보험정책의 도입여부를 정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원회가 판단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0년까지 각 단체 3명씩 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한의

협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12명이 되었으며, 한의협은 옵저버로 참석(의

약단체 교대로 소위원회 활동, 한의협은 2013년 1월부터 소위원 활동 예

정이었음)하고 있었다87).

2012년 5월 24일 대한의사협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재조정안을 논

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

건을 처리하자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도화선으로 건정심에 대해 쌓였

던 불신이 터져 건정심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유승모 당시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가 다수에 기대어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와 공권력이라는 폭력을 묵과할 수 없어 건정심을 탈퇴한

다”고 밝힌다88). 그리고 이러한 탈퇴는 8개월 동안 이어진다. 그 당시 의

는 대한의사협회(2명),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

한간호협회로 구성된다. 가입자 대표는 근로자 단체(2명), 사용자단체(2명),

시민단체(1명), 소비자단체(1명), 농어업인단체(1명), 자영자관련단체(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대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기획재정부의 정부기관과 연구원, 그리고 학계인사를 포함한 공무원(2

명), 보험자(2명), 전문가(4명)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

는 각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임명되며, 공익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86) 한주성(201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7)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2012). 대한한의사협회

88) “‘2:22’ 비민주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바꿔야”, (2018.6.4., 의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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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건정심 구성이 불합리하며 현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 결정구조는 공단과 관련 협회가 다음 연도 환산

지수를 협의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의결토록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는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

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12년 10월 19일 제29차 전체회의

및 22일(제5차), 23일(제6차), 24일(제7차) 소위원회에 의협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으나, 끝내 의협

은 참여하지 않았다. 10월 25일 회의 역시 의협이 참석하지 않자 건정심

은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을 위해 의협의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

을 발표하기에 이른다89).

이러한 공백으로 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결정에 대한 반대 목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다가, 10월 25일 제 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대표상병 선정, 용어 등 정비 관련 이해관계자간 사전 협의 운영을

전제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사업’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자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실제로 의협은 이미 한약을 보험급여화하자는 양승조의원의 입법발의

에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약 급여화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급여화에 앞서

한약의 과학적 분석과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이 노

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

문)

89) “건정심 ‘의협은 복귀하라’...시한은 12월 중순”, (2012.10.26.,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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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으며, 전통 의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호의식을 갖고 있는 노년층에

게 보험적용을 해줄 경우 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결과적으

로 건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 왔었다90). 의료계

한 관계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안전하지도 않은 한약을 급여

로 해 준다면 노인들 건강을 더 해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안발의 취소

를 촉구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법을 제

정해서 근거가 불확실한 곳에 보험료를 쓸 수는 없다”며 조속히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91).

이러한 반대와 우려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30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

책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보장성 우선순위 평가결

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지한 항목과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

험 적용을 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를 우선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92). 또한 “정부는 과학적 입증도 안

된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B형 간염 환자 치료보다, 발달 장

애어린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한약 급여화의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됐으며, B형 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

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

됐다고 주장하였다93). 실제 정부가 건정심에 내놓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

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방 복합제제 급여화,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는

각각 18위와 19위였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첩약 급여화의 우선순위 평

가94) 결과는 2.51점으로 전체 31개 항목 가운데 23번째에 속했다95). 하

90) “한약 급여화, 과학화·표준화가 우선”, (2012.9.12., 의협신문)

91) “‘65세 이상 한약 급여화’관련 의료계 반발 거세”, (2012.9.10., 데일리메디)

92) “타당성 논란에 처방권 다툼... 첩약 급여 ‘첩첩산중’”, (2012.10.31., 의협신문)

93) “중증 환자 치료보다 한약 급여화가 중요한가”, (2012.10.26., 의협신문)

94) 우선순위 평가점수는 의료적 중대성(해당 항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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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선순위평가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최

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정심에서 정치적인 상황 및 보건의료정책의 다

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는 뒤바뀌게 되기도 한다.

전국의사총연합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

다96). ‘한약 첩약 선택분업 시범사업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

표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재정이 한의계와 정부의 밀실야합을 통해

한방에 할당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

난하면서97) “건강보험 재정이란 모든 국민의 합의에 의해 조성된 금액인

만큼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와 합의·논

의가 있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98). 또한 성명

서에서 한방 첩약 시범사업에서 의약분업이 명백하게 지켜지지 않는 점,

한약제 유통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99).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하지 않고 건정심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시범사

업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에 대한 반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결정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을 텐데, 의협의 부재는

반대 이익집단의 압력활동을 줄이고 건정심 내에 한의계에 우호적인 분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정심의 첩약 급여화 결정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

루어지게 만드는 흐름으로 작용하였다.

의 위협을 받거나 불구가 되는 정도), 치료 효과성(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

도), 비용 효과성(투입비용에 대한 효과의 정도), 진료비 규모(치료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 적용 대상자 수(혜택을 받는 국민의 규모) 등 5가

지 기준에 의거, 각 항목별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95) “타당성 논란에 처방권 다툼... 첩약 급여 ‘첩첩산중’”, (2012.10.31., 의협신문)

96) “첩약 건강보험 적용 놓고 약사, 한의사, 의사단체 갈등”, (2012.11.5., 코메디

닷컴)

97) “한방 첩약 급여 결정은 밀실야합”, (2012.10.30., 청년의사)

98) “타당성 논란에 처방권 다툼... 첩약 급여 ‘첩첩산중’”, (2012.10.31., 의협신문)

99) “전의총,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 성명”, (2012,11,1,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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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선 국면

2010년에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복지 분야 화두로 급부상한다. 민

주당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보장성을 현행 62%에서 90%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밝힌 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방안은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

기적으로 높여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정책

위원회는 서민정책 일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방안으

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전면 급여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검사나 수술·재료 등과 함께 한방의 첩약도 급

여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100)101). 민주당이 무상복지와 관련

된 각종 토론회를 열고 무상복지를 적극 주장하자, 한나라당도 ‘지속가능

한 복지정책 간담회’를 열고 무상복지를 비판했는데, 첩약 급여화에 대해

발제자인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첩약을 보험급여로 할 경

우 한방의료수요증가는 예측을 불허하며 상병수당을 보험급여로 할 경우

에는 수요예측도 어려워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102).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실제로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의 주요 공약으로도 이어지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한방진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첩약·복합 한약

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03).

100) “‘건보 보장성 강화’ 복지분야 화두로”, (2010.1.10., 내일신문)

101) “민주당, 2015년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 (2010.9.16., 메디파나 뉴스)

102) “與, 간담회 통해 ‘野 무상복지’ 조목조목 반박”, (2011.1.21., 뉴시스)

103) “보건의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12.11.19.,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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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책의 창 및 정책 활동가

1. 정책의 창

앞에서 검토한 3가지 흐름이 결합하게 되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

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란 참여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그들이 옹호하는 정책대

안을 관철시키는 기회로, 정책의 창 안에서 세 흐름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창이 열려 있는 동안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책의 창에서 세 흐름이 결합할 때, 결합논리와 결

정스타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04).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에서 사건이나 정치적 흐름에 의해 열리며, 기본적으로 정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여 열리는 경우가 많다(Kingdon, 2003). 정책과정을 주도

하는 흐름에 따라 정책문제흐름 주도형, 정치흐름 주도형으로 구분하기

도 하지만, 항상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황의수, 200

2)105).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은 양승조 국

회의원의 입법발의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승조 의원의 입법발의가 여론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특

히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첩약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된다. 이후

의 정책토론회에서 한방건강보험 관련 여러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

104) 이진만(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에 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 정책

의 창(Multiple Streams Framework)의 3가지 흐름(streams)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5) 황의수(200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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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입법발의 이후 특히 첩약 보험급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회 간의 간담회 및 논의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의

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복합제제 급여 전환은 약사가, 한방물리 요법 급여

확대(ICT, TENS등)는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반발하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적인 결정에 난감을 표명한다. 결국 한의사협회는 첩약 보험급여를

추진할 예정으로 첩약 급여화 사업에 우선 예산 배정을 요구하게 된다.

양승조 의원의 입법발의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치료

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항목을 포함시키게 된다. 한의사협회는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의 동시 급여는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의사만의 첩약 보험급여

를 일관되게 요구하였으나,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 선별급여

가 거론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3차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

회의인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10.25개최)에서 이해관계자간

의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여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다. 첩약 보험은 복지부가 노인 바우처 제도, 전 국

민 대상 특정질환, 특정계층 보험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던 중, 결

국 65세 이상 노인 및 여성 특정 상병(근골격계, 수족냉증 등)에 예산

2,000억 원(총진료비 4,000억 원, 3년간 1조 2,000억 원)을 배정하기로 결

정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약사(한약조제약사)도 첩약 사용

주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처방을 위해서는 진

단이 필요한데, 진단할 수 없는 약사에게 건강보험을 허용하는 것은 절

대 불가하다고 입장표명을 해 왔다. 그러나 상기의 문제는 복지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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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맨 커미티(직능간 충돌시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

으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13년도 보건복지부 보장성 항목으로

선정되면서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붙게 된

다106). 이렇게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항목과 대략적인 급여 방안, 재정규모만 확정하

고 급여방법, 대상, 수가 등 세부적인 방안은 복지부의 와이즈맨 커미티

(직능간 충돌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

험급여과에서 협회와 협의·논의하면서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2. 이해관계자간 협의 전제

한조시약사란 한의계와 약계의 한약분쟁 당시 기존의 한약을 취급했던

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한약조제 자격시

험107)을 통하여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기존의 약사이다. 이에 비해, 한

약사는 한약사제도의 도입으로 전국 3개 한약학과 등에서 4년간 한약사

106)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대한한의사협회

107) 한약조제자격 시험은 1994년 7월 8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

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1994년 7월 8일 당시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본초학과 한방개론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단, 한약

조제사 자격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의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

면,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1명

에 그쳤다. 연도별로 2004년~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년~2016년 0명으로

실질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국가 자격시험이지만 시험 제도를 유지하느라 과

도한 예산을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일하게 응시자가 1명 있었던 2009년의

경우 응시 수수료는 9만원인데 비해, 시험 문제 출제 등에 들어간 관리 비용

은 100배인 900여만 원에 달했다. 국시원은 현재까지도 해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시험의 응시 자격과 일정, 원서 접수 기간, 제출 서류, 필기시험 과

목, 시험 시간표 등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13년간 응시자 달랑 1

명뿐인 한약 조제 자격시험... 세금 낭비”, 2017.7.3.,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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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련 전공수업을 이수하고 한약사 면허 국가고시를 치러 합격한 자

이자, 약사법상(2조2항)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

는 면허권자이다108).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조제·감정·보관·

수입·판매 등의 일을 하며, 한약조제는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한약조제지

침서에 의한다. 한약조제약사의 경우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의약품

등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 등의 일을 하며, 한약 조제는 한약

사에 준하기 때문에 한약 조제시만 한약사와 같이 임의조제가 가능하며,

조제를 제외한 한약의 제조·감정·보관·수입·판매 등은 한약조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한조시약사는 26,631

명, 한약사는 1,640명이었는데 이는 2010년 한의사의 수가 16,827명, 2011

년 18,069명, 2012년 19,410명109)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의사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 결정이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 선별

급여가 거론되면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전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보건의료 이해관계자 논의 회의를 통해 100처방 등의 조정을 하기로 했

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 와이즈맨 커미티(직능간 충돌조정위원회)에서 추

후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단은 한의원 내 처방, 조제로 제도를 도입하되 추가

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

와 한약조제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즉, 처방과

조제를 각각 한의사와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그 역할을 구분해 달라

고 주장해 왔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사업

108) 대한한약사회 홈페이지

109)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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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붙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단권이

없는 한약사 및 한조시약사의 참여 여부 때문에 이후 첩약 시범사업은

결국 난항을 겪게 된다.

한약사 및 한조시약사와의 협의 전제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자, 한의

협 소속 평회원 한의사들은 이는 진단권이 없는 약사와 한약사들에게 진

단권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약사법시행규

칙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참의료실천연합회도 “대표상병을 진단하여 첩

약 처방을 그에 맞추어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한의사에게만 있는

데, 약사·한약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진단권이 왜 의료인 중 일

부에게만 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도외시

하며 특정 직능단체만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행

위”라며 비판했다110). 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한약조제약사가 첩약 건강

보험 논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약사는 한의약 전문 직

능인이 아니고 한방분업은 약사회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

다111). 실제로 약사의 한약조제로 어린아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112)이 있

110) “엉터리 한조시약사에게 한약 처방권 부여 안 될 일”, (2012.11.1., 민족의학

신문)

111)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또 다른 한약분쟁 촉발”, (2013.8.5., 약업신문)

112) 2004년 4월 태어난 직후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는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김모 양은 경련증세가 끊이지 않아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

지만 경련을 멈추게 하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았다. 동네 약국의 약사

는 안궁우황환을 권했는데 안궁우황환은 주사, 웅황 등을 섞어 만든 약이다.

주사는 황화수은을 96%이상, 웅황은 이황산비소를 90% 이상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해 조제·투약에 주의가 요구되는 약이었지만, 김양은 넉 달 동안

그 약을 먹었고 결국 중태에 빠지게 된다. 안궁우황환을 투약해 왔다는 말을

들은 병원 의료진은 약 성분 분석을 검사기관에 의뢰했는데 수은은 1만~1만8

천ppm, 비소는 1만4천~3만ppm이 검출됐다. 김 양 사건은 당시 큰 반향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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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박완수 교수는 “얼마 전 약사가 처방한 안궁우

황환을 복용한 어린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등 비전문가인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제멋대로 조제하여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한약의 문제점이 해마

다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비전문가에 의해 조제 처방

된 한약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가가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로 이권단체에 힘을 몰아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113).

3. 정책활동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활동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이

열리는 기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정책활동가가 이러한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책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활동가들은 선호하는 대안을 정책결정자

에게 제안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제화되도록 노력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한방의료기관 이용률 6%에 대해 정부의 책

임을 촉구하기도 했다114).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 만족도가 81.9%나

되지만 이용률이 6%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는

으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생약에 든 주사와 웅황

등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주사 중 수은 함유 기준은 2ppm, 웅황 중 중

금속 함유 기준은 20ppm)을 마련하게 된다. 김 양은 식약청이 뒤늦게 마련

한 기준치로 볼 때, 5천배가 넘는 수은이 든 약을 수개월간 먹다가 급성 수

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잘못된 약을 먹은 사실을 뒤늦게 안 어머니는 약사

를 상대로 소송을 내었고 이 약사는 형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및 8천

만 원 배상판결을 받게 된다(“‘수은덩어리 한약’소송..엄마의 승리”, 2009.2.23.,

연합신문)

113) “한의계, ‘첩약보험 시범사업 원천무효’”, (2012.10.31., 메디팜뉴스)

114) “왜 국민 6%만이 한방의료를 이용하는가?”, (2012.1.14., 메디파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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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으며,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한방의료서

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인 점을 지적했다. 한방의료기관을 이

용하는 환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체 이용률이 낮은 것

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이며, 복지부 조사결과에서 환자

68.3%, 일반 국민 59.6%가 한방 건보 급여 적용을 꼽은 것처럼 한약항

목에 우선적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 2009년부터

2012년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의료 관련 보장성 확대

항목이 없는 실정이었다.

2012년 상반기에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수립하고자 건강

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장성 확대 또는 제외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게 되고, 합리적인 급여우선순위

기준 설정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장성 우

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게 된다.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급여확대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자 당시 관련 기관에 의견 수렴을 하게 되고, 관련 기관

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는 약침, 물리치료, 복합제제, 첩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주된 치료 약제이면서 국민

의 선호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제

외되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

로 급여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기, 요통, 관절통 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적용을 주장한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12.8.30)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첩

약 보험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첩약 보험급여를 추진할 예정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의 정책토론회(12.9.6) 및 실무적인 논의

를 거쳐 첩약 급여화에 대해 우선 재정 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115),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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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집

행부가 첩약 급여화를 정책의제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뿐만 아니라 입법발의로 정책의 창이 열

린 이후에도 대한한의사협회의 집행부가 정책토론회 및 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및 실시를 지속적

으로 건의하였고 이렇게 노력한 끝에 첩약 급여화라는 정부의제는 결정

의제가 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첩약의보 입법 발의로 첩약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한한의사협회 내에서는 첩약의보에 관한 것을 한의

협이 추진할 때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기로 대의원 임시 총

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이를 다시 본

격 추진하여, 건정심에서 이해단체 간 협의를 전제로 첩약의보를 통과시

키는 의결을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책

결정에 성공했고 정책에 대한 정책활동가의 강력한 의지 및 추진력이 여

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한조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의보를 통과시킴으로 한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사퇴의 압력

을 받게 된다116).

115)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경과 자료. 대한한의사협회

116) “교차로-한의사 전문성 외면한 한의사협회장”, (2012.11.8., 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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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첩약 급여화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2년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

시 결정 과정의 우연성과 정치의 흐름 및 정책활동가의 중요성에 주목하

여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한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은 앞서 분석한 바

와 같이 문제·대안·정치의 세 가지 흐름이 양승조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결합되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의원 경영 악화, 첩약의 가격장벽 및 첩약시장의 축소, 공공보험의 보장

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급여 확대 제안, 건강보험 재정흑자라는 문제의

흐름이 있었고, 정책 대안으로 기존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

상 요양급여의 모형 및 첩약 건강보험 모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각각

의 흐름 속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대한의사

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대선 국면 등의 정치 환경이 조성

되자, 이 세 가지 흐름이 정치적 흐름을 계기로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활동가의 노력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이 2012년에 결정되었는지

에 대한 해답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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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의 정책흐름모형에의 적용

문제의 흐름

·한의원 경영 악화

·첩약의 가격장벽 및

첩약시장의 축소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급여 확대 제안

·건강보험 재정흑자

대안의 흐름

·기존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공무상 요양

급여의 모형 및

첩약 건강보험 모

형에 관한 연구

정치의 흐름

·국회의원 입법발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공약

·대한의사협회의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대선 국면

정책활동가
·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정책의 창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전제로 정

책 결정

정책결정

·한시적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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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진료형태는 건강보험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골격

계 중심으로 재편된 한의계의 진료형태를 개선하고, 첩약 급여를 통해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화에 기여하며, 의료소비자에게

실제 비용상의 큰 편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첩약의 급여화는 올바른

정책결정이었으며, 이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정치의

흐름 및 정책활동가의 활동이 주효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결정’이 정책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단체들 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

고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음은 사실이며 관련

직능 단체 간의 갈등 및 한의계의 내분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무

산되고 말았다. 향후 다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

는 시점에서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결정

이 이루어졌지만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2012년에 대한 비교분

석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분석 자료의 객관성이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장정

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 회

의자료나 구성원들 간의 정치게임,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또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 교통정

책 및 보건정책 분야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형임에도 불

구하고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의료분야의 정책결정분석의 선행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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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아서 참고자료도 부족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의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학계, 관련단체의 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로 제한적인 연구

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치판단을 배제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

려는 의도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자료의 사용으로 인한 ‘객관

성 결여’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제 3 절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첩약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다. 16년 12월 실시된 한의협 내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급여우선

순위 2위로 꼽혔으며, 17년 2월 취임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당선

공약 1순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였다.

2017년 2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난임치료한약으로 온경탕, 조경종옥탕,

보익탕 등을 선정하면서 난임(불임)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급여

화를 요구하였으며, 17년 12월에는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65세 이

상 노인 대상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입법발의

가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협회 내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전 회

원 투표를 실시해 78.23%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으며, 17년 12월에는

한의사 협회에서 첩약 효과성 및 환자 요구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 급여

확대를 위해, 1단계는 65세 이상, 치료용, 소아, 여성, 취약계층 투약을, 2

단계는 평가를 거쳐 전 연령대 단계적 확대를 통한 첩약 급여화를 주장

하였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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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

시켰으며, 첩약 건보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

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실현 측면에서 각 생애주기별 취약계

층인 소아와 여성, 노인의 대표 상병과 치매와 난임 등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

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8년 3월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

쳐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고,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2018년 4월 약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간 진

행되는 이 연구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과 관리기준을 조사해 분석하고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과 단계적 기

반 구축,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118).

2018년 7월 27일 첩약 보장성강화 연구 관련 전체 자문단 회의에서 복

지부는 치료 성적이 우수한 질병 위주로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을 언급하

였으며, 급여방식은 정액수가, 또는 행위별·약재별수가 등의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8월 23일 첩약 보장성 강화 연구 관련 쟁

점분석 자문단 회의에서는 첩당 정액제보다는 심층 변증료, 방제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체계를 언급하였으며, 또한 첩약 처방을 위한

진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협회는 공급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현행 자보·산재보험의 지불방

식인 첩당 정액제에서 크게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119). 2018년 현재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하여 대한한의사협

117) “‘첩약 급여화’ 포석 놓은 건보공단”, (2018.4.10., 의약신문)

118)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 출범”, (2018.4.16., 스포츠신문)

119) 첩약 보험급여 추진 경과 보고서,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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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복지부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곧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을 통해 현실에서의 다양한 행위

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적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 결정 과정 분석에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고 그 의의를 살펴 보았는데, 정책흐름 모형 분석

을 통해 확인한 이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은 한방 건강보험의 적용을 위한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시행되었던

첩약 급여가 전국 확대 실시에서 제외되자, 1990년대부터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정치적 흐

름의 변화로 정책의 창이 열림과 함께, 정책활동가의 꾸준한 노력 및 정

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정책 산출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치적 흐름의 중요성이다.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 입법발의로 인한 정치적 흐름의 변화는 정책의제에 영향을 줌으

로써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정책 결정에 있어 정책활

동가의 중요성이다. 정책활동가의 가장 큰 역할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

게 만드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교섭과 그

것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력 등이 필수적이다. 정책활동가의 전문성, 교섭

력, 추진력 등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정치흐름

과 정책활동가 역량의 조합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40대 집

행부는 정책의 창을 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정책의 창이 열려 있는

동안, 그 기회의 창에서 협상을 통해 그들의 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이라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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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u 대한한의사 협회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관련

협조요청’

-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

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표명 요청

u 보건복지부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질의에 대한

회신

-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포함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됨을 알

리는 공문 발송

2012.11.7

u 13년 보장성 확대 항목 관련

- 당시 건강보험정책관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안

건의 추진과정 및 결정 내용’등에 대해 설명 하고자

11.11(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설명 기회 부여 요청

2012.11.8

u 2012년도 2차(긴급)임시대의원 총회 참석 및 설명요청

에 대한 회신

- 건강보험정책관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

의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제안을 정중히 사양

2012.11.11

.

u 2012년도 2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의안 상정

- 의안명 :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 관련 건’

- 임시대의원총회에 건강보험정책관이 참석하여 설명 진

행

-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한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2013.1.7
u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전면 폐기 요청 공문 보건복지부 송부

<별표 1>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정책 결정 이후의 무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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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6

u 대한한의사협회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관련 의

견 제출

-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전면 폐기 요청 공문 발

송

2013.1.25
u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됨을 재회신

2013.7.24

u 대한한의사협회 측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협회의 공식 입장 전달

u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한의과

대학 교수성명서 발표

2013.9.8
u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투표 결과 첩약의보 반대

(94%)로 인한 시범사업 실시 무산

2013.9.24

u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법’ 참여 관련 사원총회(전

회원총회)결과 통보

-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관련 전 회원 의견이 반

영된 사원총회 결과 존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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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edical insuranc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Hong Min J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policy case study that analyzes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medical insuranc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throug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has been the most important item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Korean medicine and the means of treatment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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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Korean medicine

insurance pilot project in 1984, and the medical insurance of Korean

medicine began in 1987. However, even now, 30 years later, there is

no medical care on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and high price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hinders people from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t is the item that people highly desire to get

covered by medical care: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decided to initiate the medical care pilot project on this item but to

abandon the plan due to the conflicts among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l divisions of the Korean medicine.

This study has begun with the question on why the policy decision

has not been made until 2012, even though the voice of the medical

care on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began to be raised, even after

medical care on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that implemented

during the pilot period was excluded from the nationwide expans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of the

medical insuranc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throug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stream and entrepreneu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three

stream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n the medical insuranc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and the 40th executive

of the Korean medicine association le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y acting as entrepreneurs, indicating that the political stream and

entrepreneurs played a decis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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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for continuous expansion of medical care to enhance the

coverage of Korean medicine were discussed as the management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 got worse despite the increasing reliance

on insurance revenues, and the choice of patients was limited by the

high price barriers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This stream led

to a need for medical care on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with

budget surplus of health insurance.

There have been several previous studies on automobil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fficial medical care

expenses, and the ideal model for medical care on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In addi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president of Korean

medicine association, the legislative initiative on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as made, and

the pressure from the opposing interest group decreased, which

created a favorable political mood for the Korean medicine.

In each of these streams,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by

political stream. With the political stream and the effort of the 40th

executive of the Korean medicine association, decisions on the

medical insuranc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have

been mad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streams and entrepreneurs’ competencies can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policy decision making.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ability such as will, bargaining power, and propulsion of the 40th

executive of the Korean medicine associ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o lead the polic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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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medical insuranc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 herbs in package. Since

the policy decision was not able to lead to the policy enforcement, a

study involv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of 2012 should be

conducted at the time the policy would actually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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