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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정책의 컨텐츠로서의 醫文化 연구의 역할과 방향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표는 醫文化와 관련된 문헌들에 관한 컨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정책의 실현과 발달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infrastructure)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문화 컨텐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21세기에, 의료정책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醫文化 문헌목록은 의료정
책의 컨텐츠로 기능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醫文化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다음에,

醫文化의 창달이 한국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왜 중요한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였다. 또
한, 한국 醫文化 문헌목록을 만들면서, 그것이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혔다.

Ⅳ. 연구결과

한국 醫文化 문헌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본 연구는 의료정책의 이론적, 구조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학도서관 및 국립의학박물관의 설립,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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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하 연구 기관과 전국 의과대학 도서관들에서의 醫文化 관련 소장 도서의
확충, 의사협회의 醫文化 관련 프로그램 실시,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한 근거를 제안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
의 핵심인 醫文化 문헌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 연구 기관, 전국 의과대학 도서
관, 시민 단체들에 배포하여, 한국 醫文化 창달을 위한 컨텐츠로써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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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several policy programs to
develop Korea's health policy by formulating bibliographical contents in
terms of 'medicine as culture'. After analyzing compositional variables of
'medicine as culture', the research investigated an inevitable reason why
the promotion of 'medicine as culture' is highly significant for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health

policy

planning

and

its

implementation. In addition, it illuminates what the bibliographical contents
about 'medicine as culture' imply for fresh and innovative ideas of health
policy.

As there are a couple of cultural reasons why health care reform failed
in Korea in relation to 'medicine as culture', the research suggested various
ways of overcoming these obstacles to the enhancement of health polic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nd National Museum of
Medicin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driven systemic collection of
bibliographical contents about 'medicine as culture', which must maintain a
sophisticated network with Schools of Medicine in the country, the
KMA-initiated programmatic implementation of 'medicine as culture', and
the data-basing work of bibliographic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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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1절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醫文化와 관련된 문헌들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
으로써, 의료정책의 실현과 발달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infrastructure)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1. 醫文化
1) 정의
醫는 의과학(medical science), 의술(art of healing), 의료(medical care)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정책은 (i) 의학자들이 의과대학 연구실과 실험실에
서 생산하는 의학 지식, (ii) 병원 및 진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술 행위, (iii)
의학과 의술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제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 현상적으로 볼 때 의료정책은 의료제도의 영역에서만 실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의료정책은 세 차원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가
지면서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 차원을 총칭하여 醫文化라고 한다.
2) 학문 분야
학문적으로 醫文化는, (i) 의학 지식과 의술 행위의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醫史學, 醫哲學 및 의료윤리학, 의료인류학, (ii) 의료 제도의 문화적 의미를 탐
구하는 의료의 문화사회학(기존의 사회학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학계
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의학 분야에서는, 이들 학문이 아직 분과 학문으로 충분히 발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醫
文化의 발달을 위해 이들은 가장 중심적인 학문의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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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1) 醫文化 문헌목록의 체계화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실시된 최초의 의료정책은 국민의료보험제
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점을 1977년으로 정한 것도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에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의료정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醫文化에 관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들을 정리, 분석하여 체계화한다.
본 연구는 문헌목록에 대한 평면적 소개에 머물지 않고, 이 목록들이 한국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醫文化的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비평적 분석을 포
함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의료정책의 컨텐츠로서 醫文化와 관련하여, 1977
년 이후로 출간된 모든 단행본들(이하 醫文化 문헌목록)에 대해 체계화한다.
2) 醫文化와 의료 정책의 상관성을 탐구
본 연구는 醫文化와 의료정책의 상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의료정책이 성공
하려면, 한 사회가 의학, 의술, 의료의 문화적 코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압력(이해) 단체들 사이의 정치적 역
학 관계에서 벗어나, 의료정책은 한 사회의 문화적 코드와 접목될 때 성공적
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의료정책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는 본 연구는 醫文化가 의
료정책의 발전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3)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醫文化 연구의 필요성 분석
기존의 醫文化 문헌목록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석하게 되면, 한국 의료정
책의 문화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i) 醫文化
의 창달을 위한 구성 요인들을 분석하고 (ii) 어떤 유형의 醫文化 연구가 앞으
로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를 예측하려고 한다.

－2－

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적절성
1) 醫文化는 의료정책의 컨텐츠를 구성한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 컨텐츠가 하드 웨어와 소프
트 웨어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이해
되어 왔던 과학과 예술이 문화 컨텐츠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고 있다. 서구와
동양이라는 이분법적 삶의 양식들도 문화 컨텐츠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화는
이런 양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학 지식, 의술 행위, 의료 제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기에 담을 문화 컨텐
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醫文化 연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정책을 전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바꿔내는, 본 연구의 핵
심 개념인, 醫文化 연구 작업은 의료정책을 국민 대중에게 이해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의료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국민 대중의 언어로 바꾸
는 醫文化 작업이 중요하다. 의료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적으로 다
시 디자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정책에서 컨텐츠의 양적 크기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醫文化의 역할과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2) 醫文化 연구는 의료정책의 기초 학문이다.
마치 임상의학이 기초의학의 학문적 토대 위에 서 있듯이, 醫文化 연구의
학문적 토대 위에 의료정책이 굳건히 설 때, 의료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이 확
립될 수 있다. 기초 학문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 학문의 발달은 한계
가 있다.
醫文化 연구는 기초 학문이며, 의료정책은 응용 학문이다. 의료정책은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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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문화적 토양에 적합해야 제도적으로 성공한다. 한국의 醫文化에 적합한
의료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책의 기초 학문으로서 醫文化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중대하다.
3) 醫文化 연구는 의사 사회의 동질성과 연대성을 강화시킨다.
의료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의사 사회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일관
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1980년대 이전에 의사 사회는 면허증 하나로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개원의, 공직의, 전공의, 서울과
지방 등 의사 사회를 단일 조직체로 묶어주던 끈들은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
졌다. 醫文化야말로 의사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매개체
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의사 사회의 연
대성에서 비롯되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연대성을 유지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고
리는 면허증이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醫文化는 의사
사회의 연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醫文化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
하다.

2. 연구의 배경
1) 국내․외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정책과 醫文化는 서로 다른 연구 영역으로 간주되
어 왔다. 의료정책과 醫文化를 상관지어 연구한 업적들은 거의 발견할 수 없
다. 의료정책의 컨텐츠로서 醫文化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기존
에 의학계에서 발간되고 있는 학회지들을 보더라도 이런 문제 의식을 담은 연
구는 거의 없다.
의료정책과 醫文化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존스
홉킨스, 펜실버니아, 위스콘신-매디슨, 샌프란시스코(UCSF) 대학교, 하버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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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 대학은 일찍이 醫文化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醫文化와 의료정책 사
이의 상관성을 중요하게 간주해왔으며, 미국 醫文化의 창달에 선구적인 역할
을 맡아왔다.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전망
하지만, 미국에서 조차도 의료정책의 컨텐츠로서 醫文化를 본격적으로 연구
한 업적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연구들은 의료정책과 醫文化를 연구
방법론으로만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의료정책의 역사적 연구
에 해당하는, 미국 최고의 醫療政策史

학자인 로즈마리 스티븐스(Rosemary

Stevens)가 쓴 《미국 의학과 대중의 이해, American Medicine and the
Public Interest: A History of Specialization》는 의료정책과 역사를 방법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 분야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醫文化를
의료정책의 컨텐츠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창의성
을 더욱 부각시키는 면이다.
문화 컨텐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의료정책의 컨텐츠로
서 醫文化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의료 정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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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체계 및 방법
1절 연구의 이론 체계
1. 醫文化 문헌목록의 체계화
의료정책의 문화적 인프라를 이루는 醫文化가 포함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
하다. 본 연구는 의학, 의술, 의료를 인문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예술 등의 지
평에서 설명한 단행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한다.
1) 의학과 인문학
의료정책이 인문학과 언뜻 보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질적으로 한 사회의 의료정책은 한 사회가 의학을 어떤 인문학적 패러다임으
로 보느냐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의학을 어떤 세계관에 의해 보느냐에 따
라, 의료정책의 컨텐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계관은 인문학적 패러
다임에서 비롯된다.
(1) 醫史學과 의료정책
예를 들어, 한국 최초의 醫史學者인 김두종이 쓴 『韓國醫學史』를 정독하
게 되면, 전통의학이 서양의학과 접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러
한 역사 인식은 앞으로 양․한방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역사적 정당성을 부
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醫史學의 부흥에 앞장섰던 기창덕의 『韓國近代醫學
敎育史』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한국 근대의학교육이 의사들의 의식에 어
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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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醫哲學, 의료윤리, 의료정책
이는 醫哲學 및 의료분야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서구 사회에서 의학의 패러
다임은 현재 대변동기를 겪고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데, 하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근거한 生醫學적 패러다임이 한계를
보여주면서 전일론적 패러다임(예: 대체의학)이 대중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
으며, 다른 하나는 ‘건강의 이름으로’ 자기 정체성을 실현하는 다양한 실천 방
식(예: 레저 스포츠)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런 흐름을 정
리하거나 분석하고 있는 의철학 분야의 문헌목록들을 포함할 것이다.
한국 의료정책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대체의학도 1970년대 이후 세
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학 패러다임의 변동기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
다. 대체의학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의학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醫哲學的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의료윤리 분야도 의료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안락사, 낙태, 태아 감
별 등 수많은 의료윤리의 쟁점들은 한국 의료정책에서 깊이 이해되어야 할 문
제들이다.
(3) 문학과 의학
또한 문학 작품만큼 대중들의 의학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문학 속에서 질병, 의사, 병원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의학교육
최근 들어 한국 의학자들의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증폭되고 있기 때
문에, 이 분야에 대한 컨텐츠 구성이 필요하다.
2) 의료와 사회과학
인문학이 의료정책의 세계관을 제공한다면, 사회과학은 의료정책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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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의사들에게 좋은 의료정책이라고 할지
라도, 이론적인 근거가 탄탄해야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일련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의사 단체
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더욱 갈고 다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의료를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놓은 문헌목록들을 수집
하여 비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의료정책학
의외로 의료정책에 관한 단행본들은 많지 않다. 약 20년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교과서들만 몇 권 있을 따름이다. 조합론과 통합론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책들은 많지 않다.
(2) 의료사회학과 의료경제학
의료사회학과 의료경제학 분야의 책도 교과서를 제외하면 극히 많지 않다.
특히 이 분야의 책은 의사들의 관점이 아닌, 사회과학자의 관점에서 씌여진
단행본들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목록을 비판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3)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아울러, 본 연구는 의료정책과 병원경영의 상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
기에 이 분야의 문헌목록도 정리할 계획이다. 사실, 한국의 병원경영은 의료정
책으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
해놓고 있는 단행본들은 많지 않다.
(4) 의료인류학과 의료정책
또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일천한 분야이지만, 한국 의료의 문화적 창달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료인류학 분야에 대해서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전통적인 醫文化가 서구의 그것과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료인류
학 연구가 의료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는 매우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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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과 생명과학
의료정책과 생명과학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근 인간 유
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보여주듯이, 양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의학과 생명과학의 경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빈번하게 이루
어지면, 이를 둘러싼 의료정책적 쟁점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최근들어 유전자와 DNA의 사회적 의미를 담은 단행본들이 봇물처럼 쏟아
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헌목록에 대한 정리와 평가가 요구된다.
4) 의술과 예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인생은 짧고 예술(의술)은 길다.” 의술(art of
healing)은

그

자체로도

예술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버나드

라운

(Bernard Lown) 박사는 명저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The Lost Art of
Healing』에서 의술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개탄해하고 있다. 그는 의
술을 복원해야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환자들에게 의술을 올바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면, 올바른 의료정책은 환자들에게 의술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제
도를 만들도록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의술에 관한 문
헌목록을 정리한다.
의술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악 치료, 미
술 치료, 심리 치료가 의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임상적
으로 검증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렇게 예술 행위와 의술의 접목을 다루고 있
는 문헌목록을 수집하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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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醫文化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여
1) 의학, 의술, 의료의 새로운 흐름
1970년대부터 건강과 의학에 관한 담론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론들을 실천하는 방식들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건강 증진과 대체
의학은 이런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진료실)에서
주로 생산되던 의학 지식과 정보가 병원의 구속으로부터 풀려나면서, 건강을
향상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담론과 실천적 방식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중
화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강과 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존
의 패러다임이라 함은 生醫學的 패러다임과 실증적 패러다임을 포함한다. 이
런 패러다임들은 건강과 의학에 관한 담론과 실천 방식들이 사회의 구조적 변
동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말
부터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작되어 우리 사회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건강
과 의학에 관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 방식들은 어느 특정 분야의 학문적 이론
과 방법으로 파악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중층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 의료정책과 醫文化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올바로 짚어내기 위하여 醫文化的 비평이 요구된다.
의료정책을 醫文化的 비평의 입장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의 어느 나라도 소위 ‘의료개혁’의 풍속도에서 자유
롭지 못하다. 이 때부터 서구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즘
의 지형도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의료정책은 일정한 사상적 근거를 갖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에게 널리 유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의 성
형 수술(기존의 성형, 피부 관리, 라식 수술, 치아교정 등)은 몸에 대한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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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현상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몸이 조직되고 경
험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몸에 관한 담론에 근
거하여 건강을 증진하려는 실천 방식이 서구 사회에서 세기말에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몸이 표현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료정책은 이론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적․문화적으로도 구성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세기말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좋던 싫던 간에 - 에 의
해 의료정책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시민 대중들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대체의학은 이런 세계화의 한 흐름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자아 형성과 표현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
라, 의료정책도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건강 증진을 위한 수많은 행위들은 건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음식 습관, 흡연, 음주와 같은 생활 행태
(lifestyle)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면서, 생활 행태의 변화를 통해 건강
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개인의 사회문화적 정체감과 양립되지 않으면 기대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본 연구가 醫文化를 화두로 설정한 것은 의료정책에 관한 기존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의료정책을 醫文化의 지평 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강
조하기 위함이다.

3. 醫文化의 구성요인과 醫文化 연구의 방향
1) 醫文化의 구성 요인
한 사회가 醫文化를 얼마나 창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려
면, 그 사회가 의학 지식, 의술 행위, 의료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관하
고 분류하며, 나아가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일반 대중들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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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의학
지식, 의술 행위, 의료 정책을 시간적 변수를 포함시키면, 고대부터 현대에 이
르는 역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의료계가 醫文化 창달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일차적인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醫文化를 전공하는 교수의 확보와 전공 교실의 존재 유무
② 의학도서관내 醫文化 관련 단행본과 잡지의 확보 정도
③ 의학박물관의 설치 유무와 일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④ 의과대학이 이들 요소들에 투자하는 재정적 규모의 정도
여기서 醫文化를 전공하는 학문은 일차적으로 醫史學, 醫哲學, 의료인류학,
의료윤리학, 의학교육이지만, 반드시 이 학문들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 학
문을 일차적으로 전공하지 않더라도 이 학문들의 중요성에 동감하여 이 학문
의 전공 교실에 겸임교수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2) 의료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醫文化 연구의 방향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醫文化에 관한 기존의 문헌목록을 비판적으로 정리
하면서,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해 醫文化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규범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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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방법
1. 醫文化에 관한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문헌목록의 수집
(1) 도서관과 연구기관
정부 연구 기관이나 공공 도서관에서 1977년 이후 발행된 醫文化에 관한 문
헌목록을 수집하게 된다. 물론 인터넷 검색이 수반된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
도서관, 전국 주요 의과대학 도서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실, 국립보건원
도서실, 대한의사협회 자료실이 주요 대상이다.
(2) 출판사와 대형 서점
만일 문헌목록 중에서 구하기 힘든 단행본이 있는 경우 출판사와 대형서점
을 통해 구입한다.
2) 해외 연구 동향의 수집
한국 사회에서 醫文化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의료정책의
컨텐츠로서 醫文化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본 연구의 이
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는 세계 최대의 의학연
구 기관이다. 여기에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 미국 국립
의학사연구실(History of Medicine)이 있다.
이 기관을 방문하여 미국에서 醫文化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사회에
서 의료정책이 醫文化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
료를 수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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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목록의 정리
(1) 수집된 문헌목록은, 연구 내용에서 밝힌 대로, 인문학,

사회과학, 생명

과학, 예술의 항목으로 분류한다.
(2) 인문학 분야는 다시 의사학, 의철학, 의료윤리, 문학의 항목으로 분류한
다.
(3) 사회과학은 의료정책학, 의료사회학, 의료경제학, 의료인류학의 항목으
로 분류한다.
(4) 생명과학과 예술은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다.
4) 문헌목록의 분석과 평가
(1) 각 문헌목록에 대해, (i) 저자 및 역자(원저자 병기)와 (ii) 출판사 및 출
판년도(번역서인 경우는 원저의 출판년도 병기)의 기본 항목을 적는다.
(2) 문헌목록의 분류 항목을 설정한다.
(3) 각 문헌목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4) 각 문헌목록이 醫文化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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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醫文化에 관한 문헌목록
1절 문헌목록의 선정
1. 문헌목록 선정의 기준
연구자들은 1977년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간된 단행본들 중에서, 한국 醫文
化와 관련성을 갖는 단행본들을 정리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크
게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다.
1) 醫文化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
(1) 의학, 의술, 의료와의 연관성
단행본들의 주제가 직접적으로 의학, 의술, 의료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문화적 지향을 보여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문헌목록에 포함하였다. 그
래서, 대부분의 의학교과서는 물론이거니와, 의학에 관한 실용서들은, 극히 몇
몇 경우를 예외로 하면, 모두 제외되었다.
(2) 건강의 다양한 차원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대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성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의학의 주요 영역인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의 정신적, 사회적, 영성적 차원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들을 문헌
목록에 포함하였다.
(3) 몸에 대한 연관성
의학은 몸에 관한 학문이면서도, 정작 자궁, 피부, 손, 발, 유방 등이 한 사
회에서 갖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의학의 이런 경
향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몸의 문화적 의미에 관한 단행본들을 문헌목
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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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 생활에 대한 연관성
커피, 술, 담배와 같이, 예전에는 일상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기호품 또는
생활필수품들이 의학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의료화(medicalization)
가 가속화되고 있다. 출산이나 죽음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일상 생활의 이런 측면을 다룬 단행본들을 문헌목록으로 포함한다.
(5) 학제간 관련성
학문의 수직적 분류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학문간 장벽이 무너지면
서, 의학도 문학, 역사, 철학 등은 물론이거니와 예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학문들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도 의학의 학제간 주제들을 다
루고 있는 단행본들을 문헌목록에 포함하였다.
2) 醫文化에 대한 간접적 관련성
비록 단행본의 주제 자체가 醫文化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주
제의 외연을 확대하여 醫文化에 적용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은 단행본의 경우
에는 문헌목록에 포함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설명을 마무리하면
서, 醫文化的 의미를 첨가하였다.
3) 의료정책과의 상관성
본 연구의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醫文化의 창달을 의료정책의 발전에 어떻
게 연결할 것인지에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료정책의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행본들은 제외하였다.
4) 문헌목록 선정에서의 문제점
본 연구자들이 선정하여 작성한 문헌목록들이 모두 객관적이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가능한 한, 한국 醫文化에 대해 관련성이 있으며, 의료정책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는 단행본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했지만, 본 연구자들이 미
처 생각하지 못했던 단행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다른 기회에 보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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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료정책의 醫文化的 인프라와 발전 방안
1절 한국 醫文化의 인프라 현황
1. 醫文化의 창달을 위한 구성 요소와 인프라의 현실
1) 대학내 의학도서관 및 의학박물관 현황
의과대학 내의 의학도서관 및 의학박물관은 한국 醫文化를 창달하는데 있어
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한다. 양자는 醫文化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국무총리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용역을 받아, 이미 전국 의과대학의 의학도서관 및 의학박물관을 조사한
적이 있다(참고문헌 『의학과 한의학 분야에서의 인문학의 역할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볼 것.)

(1) 의학도서관 현황
이 연구의 결과만 말한다면, 현재, 한국의 대부분 의학도서관은, 醫文化의
이용자(user)이면서도 다음 세대 한국 醫文化의 주역들이기도 한 학생들을 위
한 도서관이 아니라, 교수들을 위한 도서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
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모국어 대 영어
의학도서관에 소장된 문헌들을 보면, 영어로 씌여진 단행본과 잡지가 주종
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의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는 독서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② 醫文化 창달에 필요한 단행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醫文化 창달을 위해 필요한, 단행본들이 의
과대학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의학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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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수와 의학도서관 사서 담당자들의 醫文化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의학박물관 현황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수많은 의과대학들 중에서 역사가 수십
년씩 오래된 의과대학들은 대학 내에 의학박물관들을 설치하여 醫文化를 진작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 의학박물관들은 단순히 전시용이 결코 아니다. 이
는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를 위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 일반
대중들이 醫文化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의과대학 경우, 가천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경희한의대 등 극히
일부의 대학에서만 의학박물관을 두고 있을 뿐이다. 충북 음성에 있는 한독의
약박물관은 비록 대학 박물관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2)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원에서의 교실 현황
醫文化를 일차적 연구 과제 및 교육으로 삼고 있는 학문 분야는 醫史學, 의
학철학, 의료윤리학, 의학교육,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의료심리학 등을 손꼽
을 수 있다. 예방의학도 醫文化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지만, 예방의학은 의학,
의술, 의료의 문화적 차원보다도 기능적이고 실용적 차원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건행정학이나 의료경제
학도 예방의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 의과대학들에서 이런 학문 분야를 교실로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교실의 설치 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서울대학교 의사학교실 및 의학교육학
실,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및 의학교육과, 인제대학교 의사학교실 및 의료윤리
학 교실, 고려대학교 의학교육과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에
는, 경희대학교와 경산대학교에 의사학교실이 있으며,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에
원전의사학교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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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기관의 현황
한 나라에서, 醫文化의 창달은 대학의 힘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 정부가
醫文化 관련 기관들을 설치하여 주도해야 한다. 서구, 미국, 일본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이 설립한 국립 의학도서관과 국립 의학박물관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醫文化의 창달을 궁극적, 또는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 설립된, 정부 기관들은 전무하다. 국립보건원이 있지만, 이는 미국의 그
것을 흉내만 낸 것일뿐, 醫文化와 관련된 업무나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있
는데, 전자의 경우는 정부가 요청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의료산업의 경영적, 경제적,
공학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어서 醫文化 창달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희박
하다.
4) 의료인 단체의 현황
의료인 단체들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醫文化의 창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영국의사협회와 미국의사협회 등은
협회 내부에 醫文化를 자국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의료인 단체들의 경우, 醫文化를 일차적으로 창달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없진 않지만, 이를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기획하는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최근에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의료인 단체들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적으로는 젊은 세대에 해당하는 사이버 의료
인 단체들은 오히려 기존에 정부가 인준한 공식적 의료인 단체들보다 醫文化
에 더 무관심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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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인력 현황
醫文化의 창달을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는 연구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 학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된다. 대한의
사학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보건사회학회를 중심으
로 학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활동이 대학의 관
련 교실 구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학회 참여자들이 醫文化 관련 학
문들을 자신들의 주 전공이 아니라, 이차 전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6) 관련 매스 미디어 현황
매스 미디어는 醫文化의 창달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
회에서 醫文化 창달을 목표로 하는, 학술지, 대중 지향적 잡지, 웹사이트의 현
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학, 의료윤리교육학, 의학교육학,
보건사회학 분야의 학술 잡지를 제외하고는, 醫文化 창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울러, 이들 학술지 조차도 전문적 성격
을 표방하고 있어서 醫文化의 대중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하여 의료인 단체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
로 발간하는 잡지들이 있지만, 이 또한 임상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에 醫文化의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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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의료정책의 발전 방안: 醫文化的 관점
1. 醫文化와 의료정책의 상관성
1) 한국 의료정책의 현황과 한계
(1) 한국 의료정책의 현황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한국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기획되고 실행된 의료정책은 1977년
에 실시된 국민의료보험 제도이다.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이 정책은 전국민
을 대상으로하는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부터 약 20년간
의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방식을 둘러싸고, 소위 조합주의자와 통합주의자
사이에 정치적, 정책적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이 논쟁은, 정부 당국자, 의료인
단체, 의료정책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인 단체, 노동계, 시민 단체 등 사회
의 모든 이익 단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국가
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볼 때, 이 논쟁은 한국 건강
보험의 정책적 발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참고문헌
『한국의료대논쟁』볼 것.)

② 의약분업 정책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조합론과 통합론 사이의 논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도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행하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 정책은 충분한 정책
적 준비 기간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의료인 단체들의 정책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의료대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대

혼란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 정책은, 시기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통합적 시행 시기와 일치함으로써 문제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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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 양방 의료 일원화 정책
앞의 세 정책에 비해, 아직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로는 가장 큰 폭발력을 갖고 있는 정책적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 개화기 시대에 근대 서양의학이 수용된 이후로 일방적으로 한의학이 뒷켠
으로 물러섰다가 1930년대에 소위 “동서의학 대논쟁”이 일어났다. 이후 해방
이 되어, 한양방을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
대 이후 한방 의료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의료일원화 논쟁은 잠시 머뭇거리
는 듯 보이지만, 대체의학의 발달로 이 정책은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
로 보인다.
④ 한약 분업 정책
한의사와 약사 사이에, 한약의 조제와 첩약에 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일어
났던 “한약 분쟁”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잠복기에 머물러 있지
만,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활화산처럼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2) 한국 의료정책의 이론적, 구조적 한계
이렇게, 현재 한국 사회는 21세기 초에, 국민건강보험 정책, 의약분업 정책,
한양방 일원화 정책, 한약분업 정책이라는 네 가지 큰 국가적 의료정책 과제
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정책적 현안을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의료정책의 지성적 풍토는 이 네 가지 정책을 풀어가기에는 몇 가
지 한계에 봉착해 있다.
① 의료정책에서 이론적 틀의 폐쇄성
현재 한국 의료정책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은, 의료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 통용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제3장 2절이 보여주고 있듯이, 1977
년 이후 발간된, 의료정책에 관한 문헌목록들은 양적으로 극히 소수이다. 이런
양적인 결여는 질적인 수준의 저하로 연결된다.
물론,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전문 학술지에 개재하는 논문들, 그들이 집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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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서나 실용서, 그리고 각종 용역 보고서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런
연구물들은 의료정책 전문가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로 씌여졌다. 그것
들이 사회적으로 검증되려면, 시민 사회가 해독할 수 있는 언어에 적합한, 문
화적 형식과 내용을 갖춘 출판 단행본이라는 형태로 발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이론들은, 그들 사이에서의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폐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의료계 이외의 지식인들과 시민 대중들이
의약분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출판 단행본들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극히 소수의 책밖에 없었다는 것은, 한국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대중과의 문화
적 대화 및 교류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② 의료정책 전문가 집단의 동종 교배
한국 사회에서 의료정책 전문가들을 양성해온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살펴
보면, 이들의 동종 교배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그들은 같은 대학의 같은 교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함께 마쳤으며,
같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이미 대학의 구성원들이 동종 교배에 의해 선발
되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학문적 비판은 금기시되어 왔다. 특히, 중국, 일
본, 대만과 달리, 한국 사회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한 사회에서는 이런 동종교
배가 더욱 발달해 있어서, 의료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를 억압하고 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료정책은 이미 중요한 사회 정책이기 때문
에, 더 이상 의료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전문
가들이 의료 정책과 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출신
의 의료정책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양상
은 ‘진보적’ 의료개혁가들로 자처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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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계적 보편성과의 거리
한국 의료정책의 이론 및 전문가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정책에 관한 세계적 보편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체계를 둘러싸고 20여
년간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한
권이 외국어로 발간되지 않은 것은, 한국 의료정책가들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
하게 한다.
이런 현상은 단행본의 경우 뿐만 아니라, 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CI(Science Citation Index) 학술 잡지가 반드시 세계적 보편성을 보여준다고
는 할 수 없더라도, 사회 정책에 관한 규정을 갖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학술 잡지들에 등재되고 있는, 한국 의료정책가들의 논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동종 교배 집단이 만들어가는 학술 잡지에 논문을 쉽
게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 의료정책의 문화적 연결망(network)
(1) 의료정책과 醫文化의 함수 관계
몸으로 비유하면, 의료정책은 뼈와 근육에 해당하며, 醫文化는 신경망 및 혈
관계에 해당한다. 의료정책은 醫文化의 토양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醫文化는 의료정책의 컨텐츠이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주로 의료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지만, 의료정책은 한
사회의 醫文化 수준과 내용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의료정책은 이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의료정책가들의 수준을 반영하
는데, 여기서 수준이라 함은, 의료정책가들의 醫文化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의료정책의 발전 정
도는 의료정책가들의 醫文化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함수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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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F(X)
X ; 의료정책가들의 醫文化에 대한 인식의 수준
Y ; 한 사회에서 의료정책의 발전 정도
여기서, 의료정책가들의 醫文化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한 사회의 醫文化의
발달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X = F(T)
T ; 한 사회에서 醫文化의 발달 정도
X ; 의료정책가들의 醫文化에 대한 인식의 수준
앞에서 논의한 대로, 한 사회에서 醫文化의 발달은 그 사회의 醫文化的 인
프라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醫文化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인들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함수 관계로 나타내기로 한다.
T = F(N)
N ; 醫文化 인프라의 구성 요인
T ; 한 사회에서 醫文化의 발달 정도
여기서, 醫文化 인프라의 구성 요인들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립의학박물관의 존재 여부
② 의료인 단체의 (i) 도서실내에 소장된 醫文化 관련 문헌목록 소장 정도,
(ii) 醫文化 관련 프로그램 실행 정도 및 (iii) 醫文化 관련 예산 규모
③ 전국 의과대학 의학도서관들에서의 전국 의과대학들에서의 醫文化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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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목록 소장 정도
④ 정부 산하 연구 기관의 도서관에서의 醫文化 관련 문헌목록 소장 정도
⑤ 의학교육에서 醫文化 관련 커리큘럼의 비중
⑥ 의과대학에서 醫文化 관련 교실 및 연구 인력의 존재 여부
⑦ 醫文化 창달을 목표로 하는 매스 미디어의 존재 여부
결론적으로, 한 사회에서 의료정책의 발전 정도(Y)는 醫文化 인프라의 구성
요인들(N)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Y = F [ X { T (N₁N₂N₃N₄N₅ ....) } ]
N ; 醫文化 인프라의 구성 요인
T ; 醫文化의 발달 정도
X ; 의료정책가들의 醫文化에 대한 인식의 수준
Y ; 의료정책의 발전 정도

(2) 한국 의료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이런 함수 관계를 한국 의료정책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
다. 한국 의료정책의 이론적, 구조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보다도 한국 의료정책의 인프라가 문화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의료정책의 컨텐츠는 지극히 부실하다. 컨텐츠로서의 醫文化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함수 관계의 측면에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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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의학도서관
한국의 의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醫文化에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은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www.nih.gov)이다. 이 기관에서 가장 핵심 기관은 미국 국립의학도서
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www.nlm.nih.gov)이다. 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연구 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이에 반해서, 한국에서는 국립의학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의과대
학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정보망이 있긴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이를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없다. 국립의학도서관의 부재는 한국 의료정책의 발달에 큰 장
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정책의 자료와 정보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되지 않고 있기에,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자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만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따라서, 국립의학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한국 醫文化를 창달하는데도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의료정책의 문화적 토양을 풍요롭게 하는데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국립의학도서관이 해야 할 일차적 과제는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
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② 국립박물관
국립의학박물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박물관은 과거를 보여주는 공간
이 아니다. 박물관은 미래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의학박물관은 의학의 미래를
보여준다. 몇몇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갖고 있지만, 한국 의료의 이
용자인 국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국립의학박물관이 없는 현실은 의료인들에
게도 불행하다. 의학의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895년에 유길준이 『西
遊見聞』에서 서구의 의학박물관을 소개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 사회에
서 국립의학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불행을 넘어 한국 의료계의 수치이다.

의료정책은 정책전문가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醫文
化의 토양 위에서 꽃을 피운다. 국립의학박물관은 한국 醫文化의 토양을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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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름을 제공한다. 이런 토양 위에서 자라나지 못하
는 의료정책은 문화적으로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서의 국립의학박물관의 설립
은 의료정책의 문화적 토양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국
립의학박물관과 국립의학도서관을 연계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醫文化 문헌목
록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 산하 연구 기관과 전국 의과대학들에서의 醫文化 관련 소장 도서
한국 의료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의료정책이 사회의 다른 많은 부문과 어
떤 경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의료
정책이 형성되는 문화적 토양 또는 환경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연구 기관 및
의학도서관내에 醫文化 관련 소장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이라는 학문 영역은 그것의 경계와의 부
단한 접촉을 통해 발전하기 마련이다. 이는 마치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 인접
세포와 영양분을 서로 주고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사회정책으로서의 의료정책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터득
하기 위해서는, 醫文化의 발달에 관련된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섭렵할 필요가
있다.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런 과정을 효율적으로 가속
화할 것이다.
④ 醫文化 관련 교실 및 연구 인력, 커리큘럼
한국 의과대학에서 醫文化에 관련된 의학교육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실용
적 의학 지식을 배우는 것은 의학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이 실험과 임상 실습에 과도하게 여기에 치우쳐져 있어서, 醫文
化에 관련된 커리큘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醫文化 관련 교
실 및 연구 인력의 절대 부족과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갖는다.
학생시절부터 醫文化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의료인으로 사회에
서 나중에 활동하더라도, 의료정책을 醫文化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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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의료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어, 한국 의료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의료정책을 의료인에
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로만 해석하게 된다.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갖게 되면,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의료인들 스스로 시민 사회와 대립되는 모습이
초래된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미래나 의료정책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에 醫文化 관련 교실 및
연구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醫文化 관련 커리큘럼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내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⑤ 의료인 단체의 醫文化 관련 프로그램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
해 앞장서고 있음은 한국의료의 역사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정책을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의료인 단체들이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의료정책이 의료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
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들이 의료정책의 지평을 확대하여 醫文化의 차원으로
승화해나간다면, 정부나 시민 사회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런 점에서, 의료인 단체들이 의료정책의 컨텐츠를 醫文化의 언어로 여하히 표
현(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의료인 단체들이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⑥ 醫文化 관련 매스 미디어
한국 사회에서 의료정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의료
인들과 시민 사회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논
의했듯이, 醫文化 문헌목록의 절대 부족은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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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의료정책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시민 사회가 의료
계의 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의료의 정책적인 문제를 시민 사회
의 눈높이에 맞도록 설명할 수 있는 미디어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는 시민 사회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다. 醫文化 문헌목록은 의료인
의 교양을 함양하는, 소극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2. 정책적 활용방안
1) 의사들의 의료정책에 대한 문화적 적응성 향상
의료정책의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의사들은 의료정책과 깊이
관련된 醫文化가 의료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지 못
하고 있다. 전국의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醫文化 문헌목록 데이터 베이스를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
은 현실 생활에서 의료정책을 가까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커진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醫文化를 통해 의료정책을 이해하게 되는 문화적 적응
성이 향상된다.
2)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책 자료로 활용
醫文化 문헌목록을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대한의사협회가 의
료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유형의 醫文化 연구들을 필요로 하는지가 자
연스럽게 도출된다.
예를 들어, 전공의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에 기여할 수 있
기 위한 醫文化 연구는 (i) 서구 사회에서 병원의 역사와 한국 사회에서 병원
의 역사의 비교 연구, (ii) 전공의 제도의 역사, (iii) 병원의 조직 문화 연구,
(iv) 병원 조직의 노동 분업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선진 주요국의 의료제도 및 법령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醫文化 연구
는 (i) 서구 의료제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 (ii) 서구 복지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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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醫文化 문헌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게 되면, 의료 정책의 발
전에 필요한 醫文化 연구의 방향을 예측하게 된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醫文化 문헌목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의료정책의 컨텐츠는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3) 전국 대학도서관

및 의학도서관과의 연계

전국 대학 도서관 및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에는 醫文化에 관한 컨텐츠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문헌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도서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 도서
관의 연계는 협회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도서관과 연결되면, 의학교육에서도 醫文化 문헌목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생 때부터 의학, 의술, 의료에 관한 문화적
이해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4) 시민 사회의 의사 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
시민 대중들은 의료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거의
없다. 이는 의사 사회와 시민 사회의 문화적 격차를 조장하여, 결국에는 의사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일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醫文化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면, 시민 사회의 의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
히,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의사협회 웹사이트 접근이 용이해진다면, 이는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정부 기관에 대한 활용
시디롬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및 산하 연구 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대한
의사협회가 한국 醫文化의 창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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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노력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익성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
가, 醫文化 문헌목록의 데이터베이스는 시민 사회, 정부, 의료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확대해나가는데 중요한 미디어로 작용할 것이다.

3. 문헌목록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결론적으로, 한국 醫文化의 창달은 의료정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
이 된다. 문헌목록의 체계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醫文化의 창달을 위
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본 연구는 시작
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중요한 첫 출발에 해당한
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번에 수행한 문헌목록 작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
고,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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