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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의학 포함 배경과 현황ICD-11

서론I.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에서는 년 월 일 제 개정판 국제질병분류2018 6 18 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를 발표Revision, ICD-11) 1)하고 년 월 , 2019 5

25일에는 에서 WHA(World Health Assembly)

통과시킴으로써 공식적인 분류체계가 되었다, . 

이 공표되자마자 국내외에서는 게임중독을 ICD-11

포함시킨 것이 게임산업계와 보건의료계 간의 갈등

으로 표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 외에도 혈액 또는 . 

조혈 기관의 질환 면역 체계의 질환 수면 각성 장, , -

애 성건강과 관련된 병태가 장으로 추가되었다 또, . , 

전통의학(Supplementary Chapter Traditional 

이 Medicine Conditions - Module I) 별도의 장

으로 편성된 것이 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ICD-10 . 

이 글에서는 에 중의약ICD-11 (中医药, Traditional 

중심의 전통의학이 포함Chinese Medicine, TCM) 

된 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론II. 

전통의학의 추가 배경1. 

개발을 기획하고 년까지 지휘해 ICD-11 , 2015

온 의 은 전 세계적으로 현WHO Bedirhan Ustun

대의학2)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체 필요의 정50% 

도이며 나머지 는 전통의학이 제공하고 있는 , 50%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적인 수준이든 . 

개별 국가 수준이든 질병의 발생 유병 상태를 파악･

하는 데에는 현대의학의 로는 부족함이 있기 50%

때문이다 지침서에서도 이러한 배경이 소. ICD-11 

개되어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 , ① 

들이 어떤 형태이든 전통의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표준화, 

된 자료나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보완대. ② 

체의학의 한 부분으로써 전통의학이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미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③ 

전통의학에 관한 정보와 관련 산업의 규모 사이의 

1) https://www.who.int/news-room/detail/18-06-2018-who-releases-new-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icd-11)

2) 의 전통의학 관련 설명에 을 현대의학으로 표현하였다 ICD-11 Western Medicine .

김 석 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ikimmd@gmail.com



해외의료정책 동향

년 2020 Vol.18 No.1 65

간극이 넓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

한 분류 도구를 만들기 위해 자원이 투입되어 왔다

는 것이다.

전통의학을 중국에서는 중의약 일본에서는 캄, 

포의학(漢方医学 우리나라, Kampo Medicine), 

에서는 한의학 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 ) . 韓醫學

으로 통용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된다 이전에도 중국 일본 한국은 각각 전. ICD-11 , , 

통의학 분류체계를 만들었지만 비교가 가능한 자, 

료 수집이나 전통의학 행위의 효능을 검토하고 안

전성을 모니터하기 위한 국제 표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전통의학으로 아유르베다 데바나가리, ( : 

, आयुवद 동종요법Ayurveda), ( , 同種療法 homeopathy) 

등도 널리 쓰이고 있으나 중국 전통의학이 다른 [1], 

지역의 전통의학 보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

고 근본을 같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일, 

본의 캄포의학3)을 기반으로 지역적 포괄성도 있으

며 이 개 국가의 경제적 학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 3 ･

다는 점에서 먼저 분류 대상이 되었다 이 개국의 . 3

중의사 한의사 그리고 일본의 한방전문의들이 주, , 

축이 되어 년부터 년까지 관련 용어를 통2005 2018

합하고 표준화하여 현재의 전통의학 장을 ICD-11 

만들었다.

개발방법2. 

세계보건기구에서 을 개발하는 과정은 ICD-11

기존 의 개발과는 전혀 다르다 그중에서도 ICD-10 .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기초구성요소, (基礎構成

로 동의어를 포함, foundation component)要素

한 모든 질병명을 모으고 이를 선형결합( , 線型結合

하여 필요한 분류체계로 만들도록 linearisation)

된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결론만 기술한다면 기존. , 

에 이용하던 은 활용 용도가 질병분류ICD-10 4)와 

사망분류5)였고 에서 선형결합의 결과는 , ICD-11

ICD-11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라고 하는 것이다 공통의 방법론에 따라 개(MMS) . 

발한 현대의학의 장과 다르게 전통의학의 장은 선

형결합의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분류 특징3. 

판에서 전통의학이 포함된 장은 ICD-11 beta 28 

Traditional Medicine conditions - Module I

이었다 그림 그런데 년 공식 발표[ 1]. , 2019 6)에는 

26 Supplementary Chapter Traditional Medicine 

으로 되어있다 그림 Conditions - Module I [ 2]. 

즉 부록 으로서 선택, (Supplementary Chapter)

적 코딩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진단서 작성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코딩은 장부터 장에 나오, ICD 1 24

는 현대의학 코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3)  This supplementary chapter refers to disorders and patterns which originated in ancient Chinese Medicine and are 

commonly used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ICD-11,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3a%2f%2fid.who.int%2ficd%2fentity%2f718687701

4) 질병분류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건강보험 청구 또는 등을 통한 병원 예산 신청 가 주 용도이다 , ( DRG ) .

5) 사망분류는 사망진단서를 통한 사망통계에 산출과 국내외 비교가 목적이다 .

6) https://icd.who.int/browse11/l-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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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베타판1. ICD-11 ❙ ❙

그림 공식판2. ICD-1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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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명시7)하고 있다.

에WHO 서 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통의ICD-11

학을 별도의 분류체계로 발표할 것인지 별도의 장, 

으로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부록으로 발표할 것인, 

지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입장을 고. 

려하여 최종적으로 부록으로 선택하였다.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은 의 제 권에서 ICD-10 2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 , , 

리아 헝가리 스웨덴이 주도하여 사망진단서의 , , 

코드를 넣으면 의 제 권 논리에 따ICD-10 ICD-10 2

라 자동으로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을 지정해 주는 Iris8)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사

용하고 있다 이미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현대의. 

학의 사망분류로 가 사용되어 이 분야에서 전통ICD

의학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현대의학 코드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은 전통4. 

의학 코딩에서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에서는 의 기존 장과 혼동을 피하기 ICD-11 ICD

위하여 모든 전통의학 병증에 TM1(Traditional 

을 붙인다 전통의학이 별Medicine conditions) . 

도의 장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할 때 , 

현대의학에서 통용되는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

한 장치이다9). 

으로 쓴 것은 아직 명시적인 계획은 없Module I , 

지만 다른 전통의학도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 

것으로 보인다[1]. 

전통의학 코딩4. 

에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코드를 함께 ICD-11

하는 통합코딩 또는 (integrated coding double 

과 전통의학만을 코딩하는 방법coding) 10)이 있다. 

통합코딩을 하는 이유는 이미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현대의학과 과학적 입증이 되어있지 않

은 전통의학 코드를 모두 수집함으로써 전통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현대의학으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

가 된다 따라서 전통의학 코딩은 전통의학 교육을 . , 

받은 사람이 현대의학 코딩은 현대의학 교육을 받, 

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있다 통합코딩이 잘 된다면. , 

전통의학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이다 다음에서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현재 전. , , 

통의학 코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중의 코딩1) 

북경중의의원(北京中医医 은 중서의) (院 中西医)

가 현대의학과 중의약을 함께 제공하는 병원이다. 

현대의학의 진단 코드 와 중의분류코드를 통(ICD)

합코딩한다 중의진단은 주병 과 . ( , disorder)主病

주증 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현대의( , pattern) , 主症

학은 중국어판에 따라 주진단과 기타진단ICD-10

을 코딩한다 그림 현대의학과 중의약을 모두 공[ 3]. 

부한 의사가 통합코딩을 하고 있었다.

7) This supplementary chapter is a subclassification for optional use. This chapter is not intended for mortality reporting. 

Coding should always include also a category from the chapters 1-24 of ICD.

(ICD-11,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3a%2f%2fid.who.int%2ficd%2fentity%2f718687701).

8) https://www.dimdi.de/dynamic/en/classifications/iris-institute/index.html

9) The (TM1) designation is used throughout this chapter for every traditional medicine diagnostic category in order to 

be clearly distinguishable from conventional medicine concepts (ICD-11 Chapter 26 description).

10) 장 기술한 내용과 코딩지침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의 자료 간 동기화가 아직 덜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6 , 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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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캄포의학 코딩2) 

일본에서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전통의학을 

공부하여 캄포의학 처방증 코드 및 진단을 내리ICD 

고 있으며 캄포의학 진단코드는 처방을 위한 코드와 ,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특정 질병에 대해 이미 사용1:1 . 

하였던 캄포 처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해왔으며 이와 , 

같이 증과 처방의 매칭 은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또‘ ’ . , 

캄포 처방을 하면서 규격화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캄포의학에서 사용하는 처방을 위해서는 그에 해

당하는 캄포의학의 처방증 코드를 입력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 약제를 사용한다 년에 처음으로 . 1967

정부가 개의 캄포처방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4

였으며 현재는 개가 급여목록에 있다, 148 .

우리나라 한의학 코딩3) 

년 통계청의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2010 6 ･

분류 에 한의분류가 코드로 편입되었다 주(KCD6) U . 

상병을 기준으로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

면 한의분류의 활용 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입, . 

원환자에서 코드 사용은 년에 였으나 U 2010 7.63%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년에는 코드가 . , 2015 U

5.44 였으나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7 ･

가 적용된 년에는 로 급속하게 (KCD7) 2016 3.78%

감소하였다 그림 이러한 현상은 외래환자에서[ 4]. 

도 그대로 나타난다 년 였던 코드는 . 2010 9.04% U

서서히 감소하여 년에 였다 이 2015 7.55% . KCD7

적용된 년에 로 급감한다 그림 2016 5.74% [ 5].

그림 북경중의의원의 중의코딩 왼쪽 현대의학코딩 오른쪽3. ( ), ( )❙ ❙

그림 년부터 년까지 건강보험에 청구한 개 대분류별 한의 입원 진료 건수4. 2010 2018 KCD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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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경에는 의 부터 장까지 현대의KCD A Z (① 

학 를 우선 코딩하도록 하는 통계청의 코딩 지침) 11)

이 가장 큰문제이다 또 에는 개의 . , KCD6 306 U② 

코드가 있었으나 에서는 개 코드를 현대의KCD7 58

학 장으로 옮기고 코드는 정비하여 개만 남겼 , U 150

다 코드 수의 감소가 년 코드 청구의 감소. U 2016 U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도 통계청에서 . 

만들어 놓은 기준을 의료제도를 이끌어가는 보건복

지부에서 비판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또 년 월 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 2017 9 1 ‘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제 장 한방 검’ 13 14･

사 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종 시술시 인정‘ 3･

기준 에서 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 ‘U

는다 는 문구를 삭제 시행하였다 한의학계에서는 ’ . ･

코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U 12)  

년에도 코드 사용의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2018 U

않았다 건강보험 청구에 전통의학 코드는 빠지고. , 

현대의학 코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에 전통의학을 부록ICD-11

으로 수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통의학으로 진료 

받는 환자의 수를 전통의학 질병명을 기준으로 세기 

위한 것이다 셀 수 있어야 과학적 분석과 정책 수립. 

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에 역행하, 

고 있다 에서는 현대의학 분류체계에 전통. ICD-11

의학이 섞이지 않고 사용 용도도 명확하게 정하여 , 

놓았기 때문에 모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 

있는 비논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1) 주된 병태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서 우선적으로 진단코드를 기재하고 에서의 진단분류 코 (KCD-6) A00-Z99 , KCD-6

딩이 용이하지 않으며 한의학진단개념이 명확하다면 코드에서 찾아 기재U .

12)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466

그림 년부터 년까지 건강보험에 청구한 개 대분류별 한의 외래 진료 건수5. 2010 2018 KCD 22❙ ❙



해외의료정책 동향

70 의료정책포럼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5. 

의 전통의학 부록이 받는 비판은 전통의 ICD-11

학의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근거를 . ,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년 월 일 현재 등재 시점에 관계없이2020 3 9

에 용어로 전통의학PubMed MeSH (“medicine, 

과 중국traditional”[MeSH Terms]) (“china”[MeSH 

한국 및 일본Terms]), (“korea”[MeSH Terms]) 

을 로 연결하여 검(“japan”[MeSH Terms]) AND

색하면 각각 개가 나온다 중국의 , 2,966, 457, 490 . 

중의 수는 년 현재 약 만 명2018 71 5,000 13), 한의사

수는 년 현재 만 명2017 2 4,560 14) 일본의 캄포전, 

문의는 년 현재 명2019 2,028 15)이다 전통의학 의. 

사 명당 중국은 편 우리나라는 1,000 4.15 , 18.71

편 일본은 편이다 전통의학이 중국의 것임, 241.62 . 

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일본의 캄포전문의 수는 우리나. 

라의 이 안 되는 반면 논문 수는 오히려 우리나1/10 , 

라보다 앞선다 일본의 캄포전문의는 현대의학을 . 

전공한 의사가 캄포의학을 추가로 수련 받으므로 현

대의학의 방법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년 월 중국식품약품감, 2017 11

독관리국(中国食品药品监 , China Food督管理局  

에서 전통약and Drug Administration, CFDA)

제가 효능을 과장하여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

을 발표하였고 중국중의과학연구원, (中國中醫科學

硏 ,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究院

은 베이징 중의약대학Sciences, CACMS) (北京中醫

,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藥大學

과 함께 년 월에 근거기반 중의약 센터를 설립2019 3

하였다16) 아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 한의계, 

에서 나오는 구호와 중국의 실천에는 어느 정도 차이

가 있어 보인다.

전통의학에서 모호한 개념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도 과학적 근거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기 나 경. ( )氣

혈 을 정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은 유럽의학( )經穴

계가 개정에 전통의학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ICD-11 

하는 근거17) 중 하나이다 한의학 지식으로 특정 진단 . 

이 전문가 사이에 모두 통용이 되고 그 진단에 특이한 , 

치료가 일관적인 효과와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현시대

의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와의 관계6. 

의 기본 분류체계는 진단 행위WHO (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18) 장애분류, ICH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이다 행위분류인 에는 전통의Health, ICF) . ICHI

학 중 침 부항 뜸이 포함되어 있다, , . 

13) 2019 .中 生健康 年国卫 统计 鉴

14) 한의사수 역대 최고 한의약산업 규모 조원 달해“ 9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829…

15) . http://www.jsom.or.jp/english/index.html日本東洋 學會医学

16) World’s first TCM evidence-based medical center established. 

http://www.china.org.cn/china/2019-03/13/content_74565225.htm

17) European Doctors Urge WHO to Reconsider TCM Section in ICD-11. Nov 08, 2019.

https://www.sixthtone.com/news/1004816/european-doctors-urge-who-to-reconsider-tcm-section-in-icd-11

18) https://mitel.dimi.uniud.it/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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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독일 에서 열렸던 의2019 1 K ln WHOö

에서 전통의학 분야인 침development meeting

의 세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의 . , WHO

분류체계 관련 팀장이 고위층의 판단이라고 WHO 

하면서 전통의학 행위분류는 중지해 달라고 하였

다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 

해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ICD-11

에 전통의학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에서 전통WHO

의학 행위를 판단하거나 그 효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과 같은 선상의 결정이었다[2][3] .

결론III. 

분류체계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대상이나 개념이 

갖고 있는 필수 특성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다 필수 . 

특성을 학문적으로 보면 분류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 이 지식이 잘 정리되지 않으. 

면 좋은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

의료계는 과거 는 현대의학에 관한 것이므로 ICD

전통의학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19)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에서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 ICD-11

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예로 적

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 기준 대로 , WHO ICD-11 

장부터 장까지의 코드를 쓰려면 현대의학에 대1 24

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의학. , 

계는 에서 에 전통의학 장이 부록으WHO ICD-11

로 들어가게 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치적인 , 

이용20)21)을 자제해야 한다 을 이용하여 . ICD-11

현대의학과 함께 코딩이 되었을 때 현대의학의 연, 

구방법론에 따라 전통의학의 안전성 효과성의 근･

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 

정치적 대처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의학계에서 인식하여

야 한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의학계 내에서도 이. , 

를 인지하고 있는 한의사22)가 있다는 것은 한의학

계를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19) 의료계 한방 진료코드 개정 반대 나서 , " " . Medical times. 2009.07.23. 12:18.

http://medicaltimes.co.kr/Users/News/NewsView.html?ID=83788

20) 위해서라도 진단기기 사용 불가피 현대의료기기 허용 힘 싣나 청년의사 "KCD " , . . 2017.09.09. 06:00.政…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422

21)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시 수혜자는 국민 한의신문 . . 2017.09.13. 09:53.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403

22) 이태형 시평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학 재정의 그리고 한의병명 민족의학신문 [ ] , . .  2019.04.26. 06:57.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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