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사학회지 제 26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6, No. 2

- 9 -

접수▸2013년 10월 31일 수정▸2013년 11월 26일 채택▸2013년 11월 20일
이 연구는 저자가 2012년도 한의학연구원 위탁과제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인 
‘한의학과 의료윤리 법 연구 I -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 관련 법제 변천 및 개념 
분석 –’ 중의 Ⅲ. 1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진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013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신동의보감> 편찬 사업-역사문헌 증보와 현대한
의지식 통합(K1338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교신저자▸ 엄석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Tel : 031-8005-3953  E-mail : sku0808@hanmail.net

근 부터 건국 기까지의 의약체계 법령 고찰

- 이원  의약체계 정립을 심으로 -

1엄석기, 2강봉석, 1권순조
1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2강동경희대학교병원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Korea 
from the Modern Period to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
1Seok-Ki Eom, 2Bong-Seok Kang, 1Soon-Jo Kwon

1Dept. of Medical Consilienc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Kyung-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Kyung-Hee University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Korea-focusing on the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from the modern period to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We reviewed how traditional notions and categories of Oriental medicine, which were regarded as experiential and 

conventional, became part of the current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and examined problems and effects during the 

course of positioning. 

Methods :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chronologically, from the Korean 

Empire to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he abolishment of the traditional medical system that wa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implementation of dualistic medical system in the Korean Empire, the attempt to demolish Korean (Oriental) medicin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tatute-based continental law system were thoroughly reviewed. 

Results : Although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via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in 

1951, we found that it was actually enacted in 1963, when the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were stably established. Moreover, the dualistic pharmaceutical system was specified in legislation through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1994, but we concluded that the actual enactment was rather in 2000, when the first Korean (Oriental) 

pharmacist was produced.

Discussions and conclusions : An effort to establish a dualistic medical system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uring the Korean Empire bore fruit a few decades later, after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It means the basis for the legal system 

finally took shape in spite of the numerous attemp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to abolish Korean 

(Oriental)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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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한의약과 서양의약의 이원적인 의료체계와 
약사체계를 성문법1) 체계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즉 입

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2s0748a : 제도상 입법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
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문법은 입법기관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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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법률･명령(대통령령･총
리령･부령 등)･규칙 등을 통하여 한의약과 서양의약의 이
원화 제도를 의료행위와 약사 및 한방 의료행위와 한약사
의 전문영역으로 구체화하여 구현하고 있다. 

건국 이후 의료행위와 약사영역에 관한 이원적인 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19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이원적 의료체계가 1951
년 국민의료법 제정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이원적 약사체계는 1994년에 이르러서야 구체화되었는데, 이
러한 시기 상의 차이로 인하여 유발된 이원적 의료체계 아
래의 한의사 직능과 일원적 약사체계 아래의 약사 직능 사
이의 한약 조제권에 관한 논란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나라 의료 및 약사 관련 제도 상의 중요 
난제로 사회문제화 되곤 하였다.

한약사 제도를 신설한 19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이
원적 약사체계가 시행된 이래로, 그리고 한방의약분야를 제
외한 의료분야의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는 CT, 초음파 등의 진단기기와 각종 물리치료기
기 사용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 문
제 및 현대화된 제형의 다양한 한약의 처방, 원내조제 등에 
관한 합법성 여부 등이 우리나라 의료 및 약사 제도 상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3년 한의약육
성법에서 정의한 “한의약”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와 한약사
에 대한 한정적인 해석2) 경향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러
한 문제들은 직능 간 영역설정에 관한 문제로 부각되며 더
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한의약과 서양의약의 학문적인 체계와 임상의약 체
계 등의 상이함을 인정하여 이원화 제도를 국가가 법과 제

도로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서양의약적인 체계를 위주로 발전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는 의료인의 임무를 의료행위와 보건
지도라고 할 때, 의사에 의한 보건지도가 의료법에 명문화
된 것이 1962년인 것에 비하여 한의사에 의한 한방 보건지
도는 1987년에나 이루어진 것이나,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
의 처방권과 직접조제 등에 대한 내용이 약사법 상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한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에 관한 내용은 약사법 관련 조항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그리고 한의사의 직접조제에 관한 내용
은 약사법 부칙조항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통하
여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근대3) 이후의 의약제도 구축에서부터 건국 
초기의 현대 의약체계 구축시기까지를 대상으로 관련한 법
규의 연혁과 그 특징 등을 한의약제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4).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험적이며 관습법적 이었
던 한의약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과 범주들이 현행 이원적
인 의약법규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
고 또한 정립과정 상에 발생하였던 문제점과 그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본론 및 고찰

현행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법규들은 이원적인 의료체계와 
약사체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
료체계와 근현대에 도입되어 보편화된 근현대 생의학체계
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의학의 가치와 의의를 

성문법은 일반적·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되며, 고정적이라는 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규범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정책적인 목적에 따
라서 입법을 하는 경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늘날 문명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의 연원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불문법주의 국가들도 점차 성문법을 법원(法源)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법원을 성문법으로 하고 있다. 현행의 성문법으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조례·규칙·조약 등이 있다. 

2) 의학이란 학문은 실용학문으로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과학의 진전을 흡수 융합하며 다양하게 진전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하여 성문법규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 경향을 지니는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의 개념에 대하여 한의약육성법상의 ‘우
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라는 정의를 통하여 2003년부터 그 개념을 한정하고 있으
며, 2011년부터는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라는 내용을 일부개정 반영하여 그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특징
이 있다.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상의 의료행위와 약사 및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 간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
이나, 이로 인하여 한의약 분야의 현대적 발전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근대사회의 시점에 관한 1860년대설, 1876년설, 1894년설 등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1860년대설은 동학의 발생(1860)과 대원군 정
권의 개혁, 양요(洋擾,1866, 1871))와 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반침략 민족운동 등이 나타난 시기를 시점으로 하는 견해이며, 1876년설은 개항
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체제에의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의 시각이며, 1894년설은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과 같은 봉건제타파 운동을 시점으
로 하는 견해이다. 

4) 이원적 의약체계에 관한 근현대 법률의 제정 과정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근･현대화 과정에서의 보건의약체계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또한 당대의 이원적 의약체계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한의사 말살 정책 및 서양의
학 주도의 일원화 의약정책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법규와 제도상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관련 각종 행정용어와 이로 
인한 폐해 등을 역사적 맥락에 근간하여 올바르게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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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 의약 관련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생의학 기반의 의료와 
약사 체계가 보편화되어가는 현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독
특한 체계로써 보편성과 고유성 및 다양성이 결합하는 보
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그 긍정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의학 지식과 전통의학 지식의 
끊임없는 충돌로 인한 의료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직능단체 간의 직능영역에 관한 충돌을 지속
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부정적 견해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법규들은 근대 이후의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미군정기 및 건국 초
기 등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4대법전에 근거한 전통제도의 혁파, 대한제국의 
이원적 의료체계 시행,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일본법에 
의한 전통의학의 말살 시도 그리고 건국 초기의 성문법 중
심 대륙법체계 정립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된다.

1. 대한제국의 이원적 의료체계 관련 법령 분석

 
조선시대의 의료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5)> <속대

전(續大典)6)> <대전통편(大典通編)7)> <대전회통(大典會
通)8)> 등의 4대 법전에 근거하여 유지되었다. 이러한 법
전에 의하면 중앙의료기구로는 內醫院 典醫院 惠民署의 三
醫司와 濟生院 活人署 등이 있었으며 특수의료기구로는 治
腫廳 侍藥廳 議藥廳 産室廳 등이 있었고 약의 재배 및 수
급을 담당했던 種藥色 生藥鋪 등의 기구가 있었으며, 의학 

교육과정으로는 전의감 혜민서 및 습독청 등의 중앙정부에
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과 의학교수(醫學敎授) 또는 의학
교유(醫學敎諭) 1명씩을 배치하여 의학생도를 교육하던 지
방관청의 교육과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양성
된 인력에 대한 ‘의과(醫科)’와 ‘의학취재(醫學取才)’의 의
사 선발과정이 있었다. 조선시대는 이러한 의료제도와 교육
제도 및 의사선발 과정을 통하여 독립적인 조선의료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의료체계는 17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전래
된 서양의학의 철학적 학문적 영향9)과 1800년대 중반부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서양의학의 임상의학적 영향10) 등
을 흡수하며 제도화하여 발전하려는 자주적 경향을 19세기 
전후에 나타내는데, 이는 1885년 혜민서 혁파로부터 시작
한 전통적 의료체계의 혁신 과정과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의 근대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
로 나타난다. 1885년 혜민서 혁파는 혜민서에서 운영 중이
던 국가 부설 의학교육기관이 동시에 폐지된 것을 의미하
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군국기무처에 의한 ‘의과시(醫
科試)’ 제도 폐지 및 의사의 신분제도 철폐 등에 의해 조선
의 의사신분제도, 의학교육제도, 의사선발제도가 모두 사라
짐으로써 조선이 전통적 의학체계의 제도적 토대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

전통적 의학체계를 대신하게 된 새로운 제도는 고종31년
(1894) 6월에 이루어진 관제개혁에 의해 정비되기 시작하
는데, 의정부 8개 문 중에 내부아문의 위생국과 경무청 총
무국에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관제를 마련하였으며, 고종32
년(1895) 4월에는 내부 분과규정이 개정되어 위생국이 강
화되면서 의사와 약제사에 관한 업무, 약품과 매약의 관사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웅진출판. 1996. p.839-840. 조선시대 법전의 하나. 조선 건국초의 법전인 <經濟六典>의 
原典과 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이 법전의 가치는 법 사상인 良法美意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의지가 표명되어 있으며, 정치의 요체는 법치에 있다고 서약, 선언한 창업주인 태조의 강력한 법치의지가 계승 발전된 조종성헌으로서 법제
사상 최대의 업적인 셈이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1g2799b<경국대전(經國大典)> : 성종 18년.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
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王命)･교지(敎旨)･조례(條例)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은 법전. 조선의 행정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되었으며, 
6조는 필요한 규정을 국왕에게 비준을 받아 수교(受敎)나 수판(受判)으로 법조문화 했다. 이중 영구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편집하여 이･호･
예･병･형･공(吏･戶･禮･兵･刑･工)전의 6개의 전(典)으로 묶은 것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웅진출판. 1996. pp.816-817. <경국대전> 시행 뒤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
을 추려서 편찬한 것으로 <경국대전>에서 계속되는 제2의 법전. 6권 4책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웅진출판. 1996. p.468. 1785년(정조 9)에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
합하여 편찬한 법전. 6권 5책. 목판본, <속대전>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 편찬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웅진출판. 1996. pp.468-469 <대전통편>을 저본으로 하여 그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등을 보첨,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 6권5책. 목판본 

9) 소현세자(1612-1645)에 의해 아담 샬의 主制群徵(갈렌의 인체생리설 소개)이 소개된 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의학이 전래된 정황으로 
여겨지며, 李瀷(1681-1763) 星湖僿說중의 <西國醫>가 최초로 서양의 생리학설을 문헌에 인용하여 기록하여 소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1876년 조일수호조약체결이후에 일본의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는데, 1877년 부산에 일본해군 소속의 제생의원이 설치되었고 1880
년에는 원산에 일본해군 소속의 생생병원, 1883년에는 인천에 일본영사관 부속의 일본병원, 1891년에는 경성에 일본인에 의해 설립한 개인의
원인 찬화의원이 설치되어 서양의학 진료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1882년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제강과도 통상조약을 체결되면서 종교계를 통
한 서양의학 진료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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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제도가 마련되었고, 고종36년(1899) 5월에 위생국 안
에 위생과와 함께 의무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 의약을 
국가에서 관장하는 법적인 틀을 갖추고 병원, 의사와 약제
사의 업무와 약품매약의 관리를 국가가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9년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7호 <의학교관제
(醫學敎官制)>를 통하여 근대 서양의학 교육제도를 도입하
게 되는데 이는 근대식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형성한 최
초의 근대식 법규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경국대전(經
國大典)> 등에 근거한 조선의 전통적 정치･경제･사회체계
를 자주적으로 근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의료체계 
분야의 결과이다. 

이러한 자주적 노력은 대한제국에서 실시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 시도로 종합되는데, 대한
제국은 1900년 1월 17일 반포된 관보 제1473호(의정부 총
무국 관보과)에 실린 내부령(內部令) 제27호를 통하여 구
체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근현대 법규와 제도 상에서 나타
난다. 내부령(內部令) 제27호의 <의사규칙(醫士規則)> 등
은 혜민서 혁파에서 시작하여 <의학교관제(醫學敎官制)> 
시행까지의 일련의 자주적 노력들을 종합하여 마침대 근대
식 의료제도를 시행함을 공포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내부령 제27호는 제1조-제7조 <의사규칙(醫士規則)>, 
제8조-제22조 <약제사규칙(藥劑士規則)>, 제23조-제24
조 <약종상규칙(藥種商規則)>, 제25조-제27조 벌칙, 제
28조-제32조 <약품순시규칙(藥品巡視規則)> 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의사[현재의 한의사] 및 약제사[현재의 약사] 
약종상[현재의 제약사 제약도매상 등] 등으로 구성되는 근
대적 의약 직능 체계의 관리감독에 관한 것을 법규화한 것
이다.11) 대한제국 정부는 전 의약인을 의사, 약제사 및 약
종상 세 종류로 나누고 치료, 처방 행위인 의술과 처방에 
따른 조제, 투약 행위인 약무를 서로 구별하여 이들 의약 
행위를 단순한 약상 행위와 구별하였다. 

그림 1. 1900년 1월 17일 관보 제1473호(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제1조-제7조 <의사규칙(醫士規則)>은 고종 31년(1894)
에 폐지된 종래의 의사고시제 이후에 새로 제정된 의료인 
신분제도로서 의사의 정의, 의사의 자격획득, 인허 수속과 
인허증 재발급 등을 규정한 국가법령이다. 제1조12)와 제2
조13)에 의하면 의사는 전통의사를 의미하되 의과대학과 약
학과의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받은 자 
혹은 종래의 의료인으로써 면허를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
다. 당시의 의학교육제도가 1899년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7호 <의학교관제(醫學校官制)>를 통한 근대 서양의학 
교육제도 및 1904년 설립된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에 
의한 전통의학 교육제도를 통하여 교육제도의 병행을 시도
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전통의료인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하
여 의사제도 상의 면허를 부여한 점을　살펴볼 때, 이 당시
의 의료제도는 전통의사 위주이었으되 서양의사 제도를 병
행한 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14) 한편, 의사(醫士)라는 용어

11) 장병원. 약사법 약사행정. 신일북스. 2012. p.2 “대한제국 정부는 전 의약인을 의사, 약제사, 약종상 3종류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음. 이 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 제도를 참고한 것이나, 한국에서도 진료 처방을 주로한 의원(醫員)과 약의 조제, 투약을 주로 한 주부(主簿)가 서로 
구별되어 존재했음. 약상(藥商)의 존재가 이들과 달리 존재했음을 볼 때, 이러한 구분이 단순이 서양 또는 일본 제도를 모방했다고는 볼 수 없
음. 의사(醫師) 대신 의사(醫士)를, 약제사(藥劑師) 대신 약제사(藥劑士)를 쓴 점은 우리나라 전통이 반영된 것임. 의약 관련 종사자를 의사, 
약제사, 약종상 등 셋으로 나눈 것은 진료, 처방 행위인 의술과 처방에 따른 조제, 투약 행위인 약무를 서로 구분하며, 이들 의약 행위를 단순
한 약상(藥商) 행위와 구별하고자 함임. 즉 의약의 분업과 의약의 상행위와 구별되는 활동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 조선에서도 상당 정도의 관
습적으로 의약인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내부령 제27호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경계를 그은 것임”

12) 제 1조 醫士는 醫學을 慣熟하여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內外經과 大小方과 藥品溫涼과 鍼灸補瀉를 通達하여 對證投劑하는 者를 云함.
13) 제 2조 醫士는 醫科大學과 藥學科의 卒業證書가 有하며 內部試驗을 經하여 인가를 得한 者 外에 醫藥을 行치 말 事. 但, 現今間에는 從權하여 

그 醫術의 優劣을 衛生局에서 試驗하여 大臣이 認許狀을 給與할 事.



한국의사학회지 제 26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6, No. 2

- 13 -

의 사용에 관하여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
니라 한국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반드시 
한국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견해
가 있다.15) 

한편 제8조-제22조 <약제사규칙(藥劑士規則)>은 약제
사의 정의, 약제사의 자격 획득, 약국 개설 관련 사항, 의사
의 처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외국약 취급 사항, 극약 
독약의 관리, 환자에 내주는 약제의 용기와 포장에 적어야 
할 사항, 허가 없는 비방의 제조 판매의 금지 등을 규정16)
하고 있는데, 약제사(藥劑士)는 “약국을 개설하고 의방(醫
方)을 거(據)하여 약재(藥材)에 진안(眞贋)을 분별하고 조
제(調劑)에 숙련(熟練)한 자”로 제8조에 정의하고 있고, 졸
업 시험, 인허장 급여, 수수료, 명부 등록, 인허장 재발급, 
내외국인 적용 등은 모두 의사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제2
조). 이 말은 곧 약제사의 졸업 시험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사 역시 임시로 위생국 시험에 따라 인허를 
발급받게 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의거하는 
약제사는 만일 의사가 한의라면 한약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현실적인 측면에서 의원과 주부(主簿)의 관계를 
법제화했음을 뜻한다.17) 

그리고 제23조-제24조 <약종상규칙(藥種商規則)>은 약
품판매에 대한 규정인데, 약종상은 “약품판매하는 자”로 단
순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 자격조건으로는 별도의 시험이 
고안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청에서 인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제23조). 제28조-제32조 <약품순시규칙(藥品巡視規
則)>은 위생관리, 경찰관리, 약제사들을 내부대신이 감시원
으로 임명하여 약국과 약품판매 제조하는 장소를 순찰케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대한제국에 의한 근대의료제도로의 혁신
과정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그 추진력을 상실하였으
며, 마침내 1907년 3월 10일 칙령 제9호에 의한 광제원(廣
濟院) 폐지 및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 공포를 통
하여 국가의 공적인 의료체계에서 전통의료체계를 폐지하
게 되며, 이후 대한제국에서의 전통의사는 궁내부소관 의사
관제로만 그 명맥이 유지됨으로써 자주적이었던 이원적 근
대의료체계 구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자주적이었던 이원적 근대의료체계 구축 노력은 관립병
원의 동서의 병행제도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 교육제도의 
병행을 통한 전통의료체계의 계승 노력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데, 관립병원의 동서의 병행제도는 대한제국에서 1899
년 설립한 내무부 직할병원인 내부병원(內部病院)은 전통
의사인 대방의(大方醫) 2명과 침의(鍼醫) 1인이 있었으며,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칭한 후인 1900년에는 대방의 3인
[향약의사 1인 포함]과 침의 1인이 있었고, 1901년 직제에
도 한약소(漢藥所) 4인이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의원관제 개편에 의해 전
통의사 직제는 국립병원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한편 교육제
도의 병행은 1885년 혜민서와 활인서 혁파 과정에서 혜민
서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의사 양성과정도 폐지됨으로써 국
가에 의한 전통의사 양성제도가 없어졌던 것이 1904년 동
제의학교(同濟醫學校)가 설립되면서 대한제국에 의한 근대
적인 전통의사 양성 교육기관이 부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을사늑약 이후에 대한제국의 지원금이 끊긴 
이후에는 고종황제의 내탕금에 의해 운영되다가 헤이그 밀
사 사건 이후인 1907년 폐지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전통의
사 양성제도는 다시 없어지게 된다. 결국 대한제국에 의한 

14)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HOME > 주제유형별검색 > 조직/기구 > 대한의사회 활동 : 최초의 의사 단체인 의사연구회의 활동으로는 매달 첫째 
월요일에 진행된 회원의 정례 토론과 기근 구호 모금 활동, 의료제도 개선 활동 등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1909년 4월에 있
었던 의사법 제정 운동이다. 이미 1899년 제정된 ｢의사규칙｣이 있었지만, 이는 한의사를 규정한 것이지 양의사를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
서 의사연구회는 의사법 제정 활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청원이 곧바로 정부에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근대적 의미의 이익단체
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표출한 행위로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http://theme.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 id=001515&pageFlag=)

15) 여인석 외.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 의사학 제11권2호. 2002년 12월. p.141 “醫師 대신 醫士라는 명칭을 쓴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1997 : 300) 그러나 醫師
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의 명칭으로 이미 쓰인 바가 있다.(高麗
史77, 百官志, 外職)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전기(태조-성종)에 7회의 사용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중앙의 의료관련 관직에 있는 의원을 
지칭할 때 쓰고 있다 또 영･정조 시대에도 2회의 사용례가 있다. 한편 醫士는 관직명으로는 청나라 태의원에서 일하는 의관의 명칭으로 쓰였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관직명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다만 왕조실록에서는 조선전기에 중앙의 의료관련 관직에 있는 의원을 지칭하는 
말로 醫師와 혼용되어 쓰였는데, 숙종 이후에는 醫士의 사용례가 없다. 따라서 1900년에 반포된 의사규칙에서 醫師를 쓰지 않고 醫士를 쓴 것
이 반드시 한국의 전통을 반영한 용어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6) 장병원. 약사법 약사행정. 신일북스. 2012. p.3
1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HOME > 주제유형별검색 > 정책/제도 > 약제사규칙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 

=006650&pageFlag=)
1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HOME > 주제유형별검색 > 정책/제도 > 약종상규칙(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 

=006651&page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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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전통의사 양성 노력은 관립기관 교육을 통하여 시
도되었으나 한일합방과정에서 폐지되었으며, 이후로는 민간
에 의한 사립기관 교육을 통한 전통의사 양성만이 이루어
지게 된다.

2. 일제강점기의 의약체계 관련 법령 분석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의료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
용하였다. 즉 근대식 서양의료제도를 국가의 기본 의료체계
로 하며 전통의료제도는 폐지하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
하였다. 단지 현실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과 전통의료에 대
한 문화적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전통의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의료체계 운영방안은 대한제국에서 1900년 공포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조선총독부 명령인 ‘제령(制令)19)’을 통
하여 1913년 <의사규칙(醫師規則)20)> 및 <의생규칙(醫生
規則)21)>으로 이원화하여 규정･반포한 사실과 이후 1944
년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관련규칙과 의료관
련 규칙들을 폐지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령 아래 모은 
<조선의료령(朝鮮醫療令)>을 반포하면서, 의료인 중에 의
생을 명시하였으나 의생의 면허자격에 대한 내용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을 폐지하려 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2. 조선총독부관보 제389호 3면(1913년 11월 15일)

한편, 조선총독부는 1900년 공포한 <약제사규칙(藥劑士
規則)> <약종상규칙(藥種商規則)> <약품순시규칙(藥品巡
視規則)> 등을 1912년 <약품(藥品) 및 약품영업취체령
(藥品營業取締22)令)23)>으로 종합하여 반포하여 약업 관련 
업무를 규정하였는데, 약제사 면허제도를 도입24)하면서 ‘약
제사’라 함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제를 조합하는 자
를25)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처방전을 발
행하는 의사가 당시에는 종래한방의사[의생)와 의사를 통
칭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 당시부터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지 않은 일원적인 약업정책을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과 동시에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건｣(칙령 제324호)을 공포하고, 다음 해
인 1911년 3월 25일 동일한 내용을 법률 제30호로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내용으로는 조선에
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제령(制令)이라고 한다는 것과 조선총독의 명령은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일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것은 칙령으로 정한다는 것 등이다.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은 
1889년 2월 11일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 제5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1911년 3월 25일에 제정･공포된 일본 법률 제30호이다. 일본은 
한일합병 이후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식민지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법률을 일본 천황의 칙령과 조선총독이 정하는 명령으로 하도
록 한 것이다.

20) <의사규칙(醫士規則)> 1913년 11월 15일 조선총독부제령 제100호 (1914.1.1 시행) - 서양의사의 의술개업인 허가를 규정 : 의사면허
21) <의생규칙(醫生規則)> 1913년 11월 15일 조선총독부제령 제102호 (1914.1.1 시행) - 전통의사를 의생으로 개칭 및 이들의 의술개업인허가

를 규정 : 의생면허
22) 취체(取締) : 규칙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단속
23) <약품(藥品) 및 약품영업취체령(藥品營業取締令)> 1912년 3월 28일 조선총독부제령 제22호로 공포 - 약제사 약종상 제약자 매약업자 면허

관리를 규정함
24)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시행 1912.7.1] [조선총독부제령 제22호, 1912.3.28, 제정] 제2조 ① 약제사는 조선총독으로부터 약제사면허증 또는 

내무대신으로부터 약제사면장을 받아야 한다. ② 약제사면허증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25)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시행 1912.7.1] [조선총독부제령 제22호, 1912.3.28, 제정] 제1조 ① 이 영에서 약제사라 함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

하여 약제를 조합하는 자를, 약종상은 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약자라 함은 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를, 매약업자라 함은 매약을 조제･이입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② 약제사는 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의사는 진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약품을 판매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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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생규칙(醫生規則)>

1913년 11월 반포한 <의생규칙(醫生規則)>에 관한 
1914년 2월 조선총독부의 <의생면허방침에 관한 건>이라
는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생규칙의 發布는 주로 從來開業醫 
漢方의사로 하여금 그 業을 繼續케 하려는 趣旨에서 出한 
것으로 醫業중에는 洋方의료도 포함케 한 것이 이 법의 본
의이며, 부칙 제2항은 한방 의업을 수습한 자에게 면허를 
與하는 방침’이라고 하여, 의생규칙이 전통의료인인 한방의
사의 면허관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생규칙
(醫生規則)>을 통하여 조선총독부는 서양의사와 한방의사
를 이원화하되 한방의사는 의생으로 격하하는 정책을 시행
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정책을 시작한 시기 전후로 ‘한방(漢方)26)’ 
‘한방약(漢方藥)27)’ ‘생약(生藥)28)’ 등의 일본식 용어가 ‘동
의(東醫)’ ‘향약(鄕藥) 또는 한약(漢藥)’ ‘약재(藥材)’ 등의 
전통용어를 대체29)하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식 
제도인 침술, 구술, 안마술을 도입하는 <안마술(按摩術) 침
술(鍼術) 또는 구술(灸術) 영업취체규칙(營業取締規則)>을 
1914년 10월 29일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로 발표하여 시

행하였는데, 이후 전통의학을 정통으로 계승한 의생제도 및 
일본식 침사 구사 안마사 제도 등이 일제강점기 내내 병행
되어 이어지게 된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의생면허자는 1914년 5,813명(영구
면허자) 1924년 4,300(한지의생포함) 1936년 3,739명(한
지의생포함) 1942년 3,349명(한지의생포함) 1944년 3,235
명(한지의생포함) 등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전
기에 걸친 전통의학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점점 전통의학의 명맥이 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조선의료령(朝鮮醫療令)>

조선총독부는 1944년 8월 21일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朝鮮醫療令)>을 공포한다. 이는 기존에 개별
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관련 규칙과 의료관련 규칙들을 
폐지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령 아래 모은 것인데, 이 
중 제2조에서는 ‘제2조 이 영에서 의료관계자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의생･보건부･조산부 및 간호부를 말한다’라고 하
여 의생을 의료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30) 및 제6
조31)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근대식 의학

26) ‘한방’이란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전통의학을 표현하던 용어로써, 서양의학과 다르면 중국과 한국의 전통의학과 또한 차별화된 의학이란 개념
으로서 사용한 용어이다. 
(참고 : http://mayanagi.hum. ibaraki.ac.jp/paper04/sinica 97 -11.html : 中国医学と漢方. 真柳 誠（まやなぎ まこと, 茨城大学・中国科学史) : 
漢方について : 漢方の表現は江戸前期までなかった。一八世紀中頃にオランダ渡来のヨーロッパ医学を蘭方と呼ぶと、それに対して漢方、また日
本固有の医学を和方といって区別したのである。つまり中国渡来の医学が漢方だったが、唐方といわなかったのは、その当時から流行した漢代への
復古のゆえだろう。昭和初期からは現代化も進み、中国医学や韓国医学とかなり相違したため、昭和後期に日本漢方の表現が出現した。“漢方”は中
国の用語ではない “中医”の本来の意味は症状を｢中和｣することであったらしい。今では“中国の医学”と理解されている。<번역> 한방에 대하여 : 
한방의 표현은 에도전기까지는 없었다. 18세기 중반 네덜란드 도래의 유럽 의학을 蘭方이라고 부른 반면, 그것에 대한 漢方, 또는 일본 고유의 
의학을 和方이라고 구별한 것이다. 즉 중국 도래의 의학이 한방이었지만, 唐方이라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부터 유행했던 한나라 때의 복고의 
흐름에 따라서 한 것이다. 소화 초기부터 현대화로 진행해서 중국 의학이나 한국 의학과 확실히 달랐기에 소화후반에는 日本漢方의 표현이 등
장했다. “한방”은 중국의 용어가 아니다. “중의”의 본래의 의미는 증상을 ‘중화’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중국 의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제강
점기를 통하여 ‘한방’이란 용어가 동의, 향약 등의 전통의학을 표현하는 용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법규상의 용어 및 행
정상의 용어 사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또한 전통적인 ‘약재’를 대체한 ‘생
약’ 이란 용어가 있다. 법규상의 ‘한방’ 및 ‘생약’ 등의 일본식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 및 ‘한의’ 및 ‘약재’ 등의 전통 용어로의 복원이 시
급하다.

27) 일본에서는 한약을 “한방약(漢方薬 kampo medicine)”이라고 함. “캄포(kampo)”는 “한방(漢方)”의 일본식 표현으로 전통 중의학에서 기원하여 
5-6세기경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달되었으며 그 후 상한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일본의 전통의학이다. (김윤경. 한의약제제 표준화 연구. 
2012.1. 식품의약품안전청)

28) 생약(生薬 : 한방제제 및 한방약의 원재료가 되는 생물자원으로 한약재를 의미함.(김윤경. 한의약제제 표준화 연구. 2012.1. 식품의약품안전청)
29) 1930-40년대 일간신문을 검색하여 보면, 생약이란 용어가 한약재 한약재료 한약에 소용되는 약재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한방약이란 용어가 한약 혹은 향약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 <조선의료령> 제5조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대학령에 의한 대학에서 의학을 이수하여 학사라 할 수 있는 자 또는 관립ㆍ공립ㆍ조선총독 또는 국민의료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문부대신이 지정한 사립의학전문학교의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진료수련을 거친 자
2. 조선총독이 행하는 의사시험 또는 국민의료법시행령에 의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 이상 진료수련을 거친 자
3. 외국의 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제국신민으로서 조선총독이 제1호의 의학전문학교 의학과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조선총독이 지정한 외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조선총독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행하는 의사시험의 수험자격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제국의 의사에게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31) 제6조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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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23
조32)에서는 조선의사회･도의사회･조선치과의사회 및 도치
과의사회 등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통의사인 의생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면허자격은 
‘의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하여 근대식 교육에 의한 전통
의사의 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생의 모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선의료령> 
반포를 통하여 기존의 의료관련 제령이 폐지된 것을 감안
하면,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의 양성제도가 폐지된 것
을 알 수 있으며33), 이는 <조선의료령>을 통하여 사실상 
서양의학 위주의 일원적 의료제도를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의료령>은 1951년 <국민의료
법>이 공포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34) 

3) <약품(藥品) 및 약품영업취체령(藥品營業取締令)>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총독부제령 제22호로 제정 반
포한 <약품(藥品) 및 약품영업취체령(藥品營業取締令)>과 
관련한 <약품(藥品) 및 약품영업취체령시행규칙(藥品營業
取締令施行規則)>과 <매약이수출입규칙(賣藥移드出入規則)> 
등을 순차적으로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제사(藥劑士), 제약사(製藥士), 약종상(藥種商), 
매약업자(賣藥業者)를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함. 
‘약제사’라 함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제를 조합하는 
자를, ‘약종상’은 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약사’라 함은 약
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를, ‘매약업자’라 함은 매약을 조
제 이입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함. 둘째, 면허 자

격제도를 도입했음. 약제사에게는 조선총독이 발행하는 약
제사 면허증 또는 내무대신이 발급하는 약제사면장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사의 자격과 조제업무 등을 규정했음. 또 약
종상, 제약사, 매약업자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도록 했음. 
셋째, 일본국약방(日本國藥房)에 따른 품질관리, 독극 약의 
판매 수입관리와 약사감시제도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품
질 및 유통관리를 하게 하였음. 이 규정은 광복 후 미군정
기간 동안 행정청인 ‘조선총독’이 삭제되고 ‘보건후생부장’
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것 이외에는 약사법이 제정되는 1953
년까지 지속되었음. 결국, 이들 법령은 약 40년 동안 우리
나라 약사법규로서 자리매김했고, 최초의 약사법의 체제 및 
내용의 기본 토대를 제공함35).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선총독부에서 시행된 약업
관련 법규는 의생과 의사를 구별하였던 의료체계와는 별개
로 일원적인 약사체계를 일제강점기 시작 때부터 유지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4년 약사법 개정 전까지의 우
리나라 일원적 약사체계의 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군정기의 의약체계 관련 법률 분석

미군정체제(1945-1948)의 의료체계는 조선총독부의 의
료체계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1946년 군정법령 제
62호와 제96호로 <약종 제약품 및 관계물품에 관한 규칙> 
및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 등의 공포가 있었으나, 조선
총독부제령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1946년 4월 조선한
의사회의 김영훈 외 5인이 군정장관 군정청보건후생부장 
경기도보건후생부장에게 신동양의학 건설을 위한 일곱 조
건의 건의안을 제안36)한 바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조건은 

1. 관립ㆍ공립ㆍ조선총독 또는 국민의료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대신이 지정한 사립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진료수련을 거친 자

2. 조선총독이 행하는 치과의사시험 또는 국민의료법시행령에 의한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년 이상 진료수련을 거친 자
3. 외국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외국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제국신민으로서 조선총독이 제1호의 치과의학전문학교의 졸업자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고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조선총독이 지정한 외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조선총독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행하는 치과의사시험의 수험자격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제국의 치과의사에게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32) <조선의료령> 제23조 ① 조선의사회ㆍ도의사회ㆍ조선치과의사회 및 도치과의사회는 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체력의 
향상에 관한 국가정책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선의사회ㆍ도의사회ㆍ조선치과의사회 및 도치과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33) 이 견해에 대하여는 ｢조선의료령｣에는 의생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며 ｢조선의료령｣ 반포 이후 의생의 수가 급감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지나친 주장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오히려 1942년 이후 의생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당시 의생들에게 위기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선의료령｣ 때문에 의생 양성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4) 김홍대.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하). 법제처. 1999. p.1819 “우리나라의 의료에 관한 法制는 1951.9.25.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동법이 
1962년 전문 개정되면서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그 전에는 1944. 8. 21. 공포된 일본 依用法인 조선의료령이 시행되었음”

35) 장병원. 약사법 약사행정. 신일북스. 2012. p.4
36) 동아일보. 동양의학의 재건설 –조선한의사회서 개선을 건의-, 1946.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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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1. 의생명칭개정
2. 한방의의 한지한년제 폐지
3. 한의사단체를 공인으로 할 것
4. 한의학교육기관 설치
5. 공영의료기관의 시설
6. 약초재배장려
7. 한의업자시험제도의 존속

조선한의사회에서 건의한 위의 일곱 조건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1951년 국민의료
법 제정에 의한 한의사 제도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1991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개설까지의 약 4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의생으로 격하되었던 한
의사 직능이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무려 40여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립교육기관인 부산한의학
전문대학원 개원은 2008년에나 이루어졌다.

4. 건국 초기 의약체계 관련 법령 제정 분석

건국이후의 의약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1953년 <약사법>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국민의
료법>은 제정당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를 채택 하였으나, <약사법>은 제정시 한약사 제도를 제외
한 일원적 약사체계를 채택하였다. 

1) <국민의료법>

<국민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대한민국 법률 제
221호로 제정37)되었다. 국민의료법 제2조에 의하면 의료 
업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38)하였고,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으로 병
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 및 산원을 두도록 하였는데, 
국민의료법 부칙 제221호(1951.9.25.) 제3조에 의해 본법 
시행 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이를 한의사로 개칭하였다. 본 
법에 의해 한의사로 등록된 자는 1951년 당시 1,566명이었
다. 국민의료법 부칙 제221호(1951.9.25.) 제4조에 의해 
조선의료령(단기 4227년 8월 21일 제령제31호)과 기타 본
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전부 폐지하였다. 국민의료법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제정한 최초의 
현대 성문법이며,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는 국민의
료법을 모태로 발전하였다. 

국민의료법에 의해 성문화된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
심조건으로는 독립적인 면허제도 유지, 독립적인 의료기관
의 개설과 유지, 독립적인 교육기관의 개설과 유지 등이 중
요한 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실
질적 구축 시점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제정시기인 1951년과 
한의학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
루어진 1963년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정원희의 정의에 따르면 이원제 의료제도는 첫째가 의료
업자로서의 ‘漢醫師’ 명칭, 둘째가 의료기관으로서 ‘漢醫院’ 
명칭, 셋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의사의 자격 등급에 관

37) <국민의료법> [시행 1951.12.25] [법률 제221호, 1951.9.25, 제정]
【제･개정이유】[신규제정]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보건에 관한 많은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하므로 국민의료전반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①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으로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 및 산실을 

두도록 함.
② 종합병원은 환자를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고 전문과목 중 적어도 내과･소아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열후과･비뇨기과와 방사선과로 

구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④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를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⑥ 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⑦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경비를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함.
⑧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함.
⑨ 지방의 의료시설 또는 무의촌의 의료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공의를 지방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⑩ 조선의료령(1944･8･21 제령제31호)을 폐지함.

38) <국민의료법> 제 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제 1종 의료･치과의사
제 2종 한의사
제 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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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충족되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한의사의 자격 등급이 이원제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51년 
국민의료법은 ‘醫生’이 ‘漢醫師’로 그 명칭이 바뀌고, 漢醫業
을 행하는 의료기관의명칭이 ‘漢醫院’으로 되었고, 무엇보다
도 第13條 醫療業者의 資格및 免許조항에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규정되어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었으므
로 한의와 양의가 동등한 이원제 의료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창덕은 1951년의 국민의료법이 통과되었
으나 이때에 의사제도는 이원화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한의사의 자격은 인정되었으나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
의 규정이 없고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지 못한 상
황을 그 이유로 들었다. 1963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된 의
료법부터 현재의 한의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의료제도
도 이원화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우열은 국민
의료법 제정 후 그 이듬해인 1952년 문교부로부터 ‘동양대
학관’이 ‘서울한의과대학’으로 승격되어, 졸업 후 한의사국
가고시를 치러 한의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
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원화가 정착된 것은 
1963년이 아니라 이미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39).

한의학과 생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은 1951년 국
민의료법 제정을 통하여 그 기틀이 형성되었으나, 생의학계
에 비하여 한의학 분야의 한의사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련한 한의학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법률
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은 1963년 의료법 일부개
정 전후로써, 실질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가 탄탄하게 구축
된 시점은 196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1900년 
대한제국이 제정하여 반포한 <의사규칙(醫士規則)>을 통

하여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적 의료체계에 대한 자주적 구
상을 1963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실현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약사법>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대한민국 법률 제300호
로 제정40)되었다. 보건부는 약사법 안을 마련하여 보건부
장관 자문기관이었던 “약정위원회(藥政委員會)”의 자문을 
받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약사법안(藥事法案)을 1951.8.4.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6･25전쟁으로 인해 
국회 심의가 보류되었다. 195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약
사법 제정안은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독자적인 약사법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폐기되었고, 새로
운 대안이 1953.11.12. 제4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8개 장, 50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
된 약사법은 법률 제300호로서, 1953년 12월 18일 공포되
었다41).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요 논점은 “한약사(漢藥士)” 제도 
도입안과 위생재료의 판매 여부였는데, 한약사 문제는 한약
종상의 업무를 한약의 혼합판매로 규정하여 해결하였고, 위
생재료의 판매는 당시의 약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을 감안하여 “위생재료상” 대신 “매약청매업자(賣藥請賣
業者)”의 위생재료 판매 허용으로 조정하였다.42) 약사법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출
입, 판매, 수여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2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자로서 보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였다. 

39) 정기룡. ｢해방 후 한의사제도 성립과정 - 1951년 國民醫療法 法案 제정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 2007. p.66
40) <약사법> [시행 1954.1.28] [법률 제300호, 1953.12.18, 제정]

【제·개정이유】[신규제정] 
① 약사는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도록 함.
② 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③ 보건부장관 감독하에 약전위원회와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며, 약전위원회는 대한약전이나 국정처방서의 편찬, 수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의

약품심사위원회는 의약품 또는 신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건부장관에 건의하도록 함.
④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관할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을 하도록 함.
⑤ 의약품의 제조, 관리, 수출입, 판매, 규정, 검정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⑥ 의약국,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명칭, 제조방법 등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금함.
⑦ 불량 또는 부정표시의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규정함.
⑧ 의약품등에 대한 임검·검사 등을 위하여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함.
⑨ 기타 벌칙규정을 두도록 함.
⑩ 약품 또는 약품영업취체령 기타 법령중 이 법에 저촉된 부분은 실효하며, 이 법에 의한 대한약전이 공포, 실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

하도록 함.
41) 장병원. 약사법 약사행정. 신일북스. 2012. p.5
42) 장병원. 약사법 약사행정. 신일북스.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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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부칙 제300호(1953.12.18) 제54조에 의해 본법 시
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약제사 면허를 받은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인정하였다. 약사법 제
2조(정의) 4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4항 2호에 의하면 한
약, 신의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유,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한약을 의약품에 포함하였다. 한편 제2조 
5항에서 본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
취한 것으로서 가급적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
약이라고 정의하였다. 약사법 부칙 제300호(1953.12.18) 
제59조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자기가 치
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건국 초기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이 한의학과 서
양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채택한 최초의 현대 성문법
인 것에 비하여, 1953년 제정된 약사법은 약사제도에 관하
여 일원적인 체계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
의 학문적인 체계와 임상의료체계 등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의료이원화 제도를 국민의료법을 통하여 보장했음에도 불
구하고, 약사제도에 있어서는 서양의약 중심의 제도를 추진
한 것을 보여준다. 

약사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약사(漢藥士)” 
제도 도입은 조선시대의 주부(主簿 : 한약방을 낸 사람)의 
맥을 이은 직능으로서, 1900년 대한제국의 내부령 제27호
에서는 약제사(藥劑士)로 명명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2
년에 공포된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 에서도 약제사(藥
劑士)로 명명되어 유지되었던 직능이다. 그러나 1953년 약
사법 제정 시에 결국 서양의학적인 약사제도 위주로 정리
되면서 한약의 혼합판매만 가능한 한약종상(韓藥種商)의 
지위로 격하되는데, 한약종상은 조선시대의 주부(主簿)와 
약상(藥商)이 혼합한 형태의 직종으로 일제강점기의 약제
사(藥劑士)와 약종상(藥種商)이 결합한 형태의 직능으로서 
기성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의 혼합판매만이 허용되었다. 

1953년 약사법 제정 시에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제도
를 제정하지 못하고, 또한 기성한약서에 의한 혼합판매만을 
허용하는 한약종상 제도만을 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원적 의료체계 하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 등의 한약사(韓
藥事) 업무의 관할에 관한 제도 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잉태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된 한의사와 약사 직능 간 한약조제권 갈등의 근본
적인 뿌리라 할 것이다. 

한편 1953년 제정된 일원적 약사법의 체계는 1993년 한
약분쟁 이후 개정 약사법(법률 제4731호, 1994.1.7.)에 의
해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며 이원적 약사법 체계로 1994년 
개정되었다. 1993년 한약분쟁 이후의 약사법 등에 명문화
된 한약사의 임무 및 한약사의 자격과 응시자격 규정 등이 
한약사 면허제도의 핵심을 형성하고, 행정기관 한약행정 담
당부서 등의 관련제도가 한약사 관련 공공제도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초의 한약사는 2000년에 배출되었다. 

건국 초기의 국민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출발한 현행 우리
나라의 의약체계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43), 이원적인 의료체계가 법령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서이지만 실질적으
로 실현된 것은 1963년부터로 판단되며, 이원적인 약사체
계가 법령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서 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최초로 한약사가 배출
된 2000년부터로 판단된다. 이는 대한제국이 시도하였던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의 노력이 대
한민국에서 마침내 완성된 것으로서, 일제강점 하에서 진행
되었던 전통의학 해체 시도와 대한민국 건국이후 생의학계
의 다양한 전통의학 제도화 반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대
화 과정에서 자주적으로 구축하려 하였던 이원적 의료체계
에 대한 구상이 마침내 법률과 제도적 기틀을 갖게 되었다.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법규들은 조선시대 4대법전에 
근거한 전통제도의 혁파, 대한제국의 이원적 의료체계 
시행, 일제강점기의 일본법에 의한 전통의학의 말살 시
도 그리고 건국 초기의 성문법 중심 대륙법 체계정립 과
정을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2.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에 근거한 조선의 전통적 정
치･경제･사회체계를 자주적으로 근대화하는 일련의 과

43)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면서 제헌 의회를 구성하고 1948년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지만 하위법령의 경우는 훨씬 시간의 흐른 뒤에야 법령의 정비
가 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서 1960년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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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나온 혜민서 혁파 및 <의학교관제(醫學敎官制)> 
시행 등의 일련의 의료체계 개혁의 시도 등을 종합하여, 
대한제국은 1900년 1월 17일 반포된 관보 제1473호(의
정부 총무국 관보과)에 실린 내부령(內部令) 제27호를 
통하여 근대식 의료제도를 시행함을 공포한다. 의사[현
재의 한의사] 및 약제사[현재의 약사] 약종상[현재의 
제약사 제약도매상 등] 등으로 구성되는 근대적 의약 
직능 체계의 관리감독에 관한 것을 법규화한 것이다.

3. 내부령(內部令) 제27호제1조-제7조 <의사규칙(醫士規
則)>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의사는 전통의사를 의미
하되 의과대학과 약학과의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을 통과
하여 면허를 받은 자 혹은 종래의 의료인으로써 면허를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고, 당시의 관립병원이 동서의 병
행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 교육
제도의 병행을 통한 전통의료체계의 계승이 이루어진 
점 등은 대한제국이 자주적으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공존을 도모한 이원적 근대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음
을 알 수 있다. 

4.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의료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
용하였다. 즉 근대식 서양의료제도를 국가의 기본 의료
체계로 하며 전통의료제도는 폐지하는 정책을 기본적으
로 유지하였다.

5. 미군정체제(1945-1948)의 의료체계는 조선총독부의 의
료체계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 건국 이후의 의약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1953년 <약사법>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국민
의료법>은 제정당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이원적 의
료체계를 채택 하였으나, <약사법>은 제정 시 한약사 
제도를 제외한 일원적 약사체계를 채택하였다. 이는 한
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적인 체계와 임상의료체계 등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의료이원화 제도를 국민의료법을 통
하여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제도에 있어서는 서양
의약 중심의 제도를 추진한 것을 보여준다. 

7. 1953년 약사법 제정 시에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제도
를 제정하지 못하고, 또한 기성한약서에 의한 혼합판매
만을 허용하는 한약종상 제도만을 제정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 등의 
한약사(韓藥事) 업무의 관할에 관한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잉태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의사와 약사 직능 간 한약조제
권 갈등의 근본적인 뿌리라 할 것이다.

9. 이원적인 의료체계가 법령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한의학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
된 1963년부터로 판단되고, 이원적인 약사체계가 법령으
로 구체화 된 것은 19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최초로 한약사가 배출된 2000년
부터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신동의보감> 
편찬 사업-역사문헌 증보와 현대한의지식 통합(K13380)’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여인석 외.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 의사학. 
2002 ; 11(2) : 141

2. 정기룡. ｢해방 후 한의사제도 성립과정 - 1951년 國民
醫療法 法案 제정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 2007 
; 66.

3. 장병원. 약사법 약사행정. 서울 : 신일북스. 2012 : 2, 
3, 4, 5.

4. 김홍대.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하). 법제처. 1999 : 
1819.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서울 
: 웅진출판. 1996 : 839-840.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서울 
: 웅진출판. 1996 : 468-469.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서울 
: 웅진출판. 1996 : 816-817. 

8. 김윤경. 한의약제제 표준화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2012.1. 

9.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 
content/viewMain.do)

10. 국가기록원 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 



한국의사학회지 제 26권 2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VOL. 26, No. 2

- 21 -

/viewMain.do)
11. 조선총독부 관보활용시스템 (http://gb.nl.go.kr/Default.aspx)
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13. 다움 백과사전 (http://100.daum.net/top/index.do)
14. 동아일보. 동양의학의 재건설-조선한의사회서 개선을 건

의-. 1946.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