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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문헌고찰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제3장과 제4

장에서 1988년 이후 현재까지의 학위논문과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였고 제6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구성을 취하였다.

제3장에서 의료분쟁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한 15편의 논문을 중심

으로 기존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유형별로 정

리하였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패, 대한의

사협회 공제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유

명무실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재도입,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실효성 확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민사법

상의 조정제도활용,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의료사고 보상기금 도입, 의료분쟁

조정법 도입, 전문감정제도 도입, 의료소송 전문법원의 설치, 소비자보호원의

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 경과를 약술하고 법안의 쟁점

별 흐름과 논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법안의 쟁점별 흐름은 1994년 정

부안, 1997년 국민회의안, 1997년 신한국당안, 199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 2001년 보건복지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진료방해 금지, 제3자개입금지,

공제조합에의 강제가입, 국가와 보험자의 구제기금참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와 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 보험제도의 형태로서 민간보험을 채택할 것

인지 공제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범위에

설명의무위반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의료관계기관의 정의문제에 대한 논

의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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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을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의 의업권이 보장되면서 의료소

비자인 환자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입

법되어야 한다. 즉,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주도의 특수공익법인으로 설

립하고, 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기구로 하며, 조정위원은 의사, 법조인, 공익

대표로 구성하되, 조정부는 진료과목에 맞게 10여개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

사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에 강제성

을 부여하고,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는 것

이 제한되어야 하며, 피해범위에서 설명의무위반을 배제하며,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사고 발생시 국가가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무과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제3자개입을 허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

다. 단, 제3자개입을 허용하되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고,

배상제도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되 도입시 형사처벌특례조항과 연

계하여 의업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의료계가 사실상 사회보

험체계내에 편입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액를 정

하도록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삭제

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의업권

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의료분쟁, 의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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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 구배경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

되어왔다. 보통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은 소송에 의하거나 소송외적인 방법으

로 나뉘게 된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의사

측과 환자측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

소송외적인 방법으로는 사적인 해결과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다. 사적인 해결은 의료분쟁의 경우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만하고 적정한 해결점을 찾기

가 어렵다.

의료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를 통한 방법과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회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실

제로 사용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논의가 있었으나 10년째 표류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그나마 현실적으로 분쟁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소비자보호

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이나 이 또한 상담건수에 비해 해결건수가 너무나

미미한 형편이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의료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 되어왔

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추진도 계속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최근 10여년간 연구된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의료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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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의

료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 연 구목적

기존에 연구된 의료분쟁해결방안과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첫째,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분쟁해결방안을 유형화 한다.

둘째, 최근 10년간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한다.

셋째, 각 유형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의료분쟁조정법안과 비교 검토하여 의

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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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방법

1 . 연 구방법

1단계로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연구들을 문

헌을 통해 고찰, 연구문헌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별로 유형화시키고,

2단계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의료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2 . 연 구모형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유형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제 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사항 검토

그림 1 .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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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의료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문헌 검토

1 . 문 헌 요 약과 쟁 점별 흐름 정 리

의료분쟁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학위논문 중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의 논문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32편의 논문을 찾았으며, 그 중에서 의료분쟁

의 제도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한 1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

다. 학위논문 이외의 문헌 자료는 제4장에서 인용하는 형식으로 다루어 가급

적 많은 문헌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기존

연구논문에서 의료분쟁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으로 언급하고 있는 쟁점들의

흐름(표 1)을 알아보고, 각 논문에서 주장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요약하여 논문발표 시기별로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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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각 논 문에서 논의되는 사 항들

구 분
의사배상

책임보험

공제회

제 도

의료 심사

조정위원회

민사법상

민사제도

무과실

보 상

분쟁조정법

의 입법

감정

제도

전문

법원

최명진

(1988)
○ ○ ○ ○

신동욱

(1991)
○ ○ ○ ○

임동수

(1992)
○ ○ ○ ○ ○

이화우

(1994)
○ ○ ○ ○

조형원

(1994)
○ ○ ○ ○ ○ ○ ○

김유재

(1995)
○ ○ ○ ○ ○

김상찬

(1995)
○ ○ ○ ○ ○

김정수

(1997)
○ ○ ○ ○

정효성

(1998)
○ ○ ○ ○ ○ ○

박근조

(1999)
○ ○ ○ ○

한정희

(1999)
○ ○ ○ ○ ○ ○

장정진

(1999)
○ ○ ○ ○ ○ ○ ○ ○

이성호

(1999)
○ ○ ○ ○ ○ ○ ○

김철수

(2000)
○ ○ ○ ○ ○ ○ ○

※ 각 논문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거나 언급된 사항

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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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명진 (1988)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1988년에 판매중지 되었음. 최초에 4개의 보험회

사가 취급하였으나, 총 계약건수가 282건, 총 보험료는 357.6만원, 손해율은

368.8%로 매우 높았음. 약관의 규정에 (보험기간 중에 행한 업무로 생긴 손

해를 전보한다)고 하여 손해사고 발생주의1)을 취하였다.

2)의협공제제도- 의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 환자보호기능은 없으며,

공인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임의가입제도로 회원확보도 문제이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의료사고시 직

접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소송에 계류중이면 신청을 반려해야되고, 조정

안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강제성이 없다.

해결방안 제시

1)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가칭)의료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의 강

제가입, 의료과오판정기구의 보험 체계내에 설치, 의료과오판정기구의 공신

력을 확보한다.

2)무과실책임의 경우 국가가 재정부담을 하여 해결한다.

최성근 (1990)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손해사고 발생주의란 보험사의 손해담보 범위를 보험계약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

로 한정하는 것을 말하며, 손해사고 발견주의는 보험계약 기간중에 사고에 대한 손

해배상 청구가 있게되면 사고의 발생시점을 묻지 않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악결과 발생시 의료인의 과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즉각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들도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료행

위로 인한 사고발생 시점에서 상당기간 지난 후에 하게 된다. 손해사고 발생주의를

취할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

제로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분쟁에 대비

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손해사고 발견주의를 취해야만 피보험자인 의료인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위험회피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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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제시

1)진료시 환자와의 대등관계를 형성하고 최선을 다한다.

2)분쟁발생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한다.

3)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합의를 한다.

4)환자측의 폭력과 난동에는 단호히 대처한다.

5)병원간 환자정보의 교환이나 의료상 共濟性을 유지한다.

※ 제도적 해결방안보다는 의사측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동욱 (1991)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이 중단된 이유로는 의사들의 음성적인

분쟁해결경향과 보험회사측이 높은 손해율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인수를 기

피하고 배상책임 유무의 심사와 손해산정을 하기 위한 의학적ㆍ법률적 전문

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또한 의사직업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1항에서 (보험기간 중에 행한 업무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사고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문제점이다.

197 3년부터 1984년 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 약관 에 의

사직업위 험담보특별약 관과 의료시설특별 약관을 부가하여 보험계 약을 체

결하여 명목상 의사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실시 되어 왔다 . 그러나 199 1년

현재 판매가 중 지된 상태이다 (논문 5 1쪽 ) .

2)의협공제제도- 이 제도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에 비해 위

험분산기능이 떨어진다.

- 의사보호가 중점이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

-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어렵다.

- 심사위원 명단이 비밀로 되어있어 피해자측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의 협공제회는 사단법 인 대 한의학협회의 한 사업부 문으로 198 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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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업 을 실 시하여 왔으며 1987년 의 료법 개정에서 근거규정 (의료

법 제 28조 2항 )을 갖 게 되었다 . 의 사보호를 목적으로 환자측과 원만한 합

의를 위 해 중재ㆍ협 의ㆍ자문 등 조정기능을 담당하며 , 환자측의 진 료방해

를 방지하고 , 조정결 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사고에 대한 의학적ㆍ 법률적

자문 , 변호 사 선임 등을 지 원하고 있다 . 1990년부터 보사부 허가사업으로

재출발하 면서 보험료 납부금이 최고 300 %까지 인상되 자 가 입률이 30 %

미만으로 크 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논 문 47쪽 )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당사자 일방이 직접 법원에 소송 제기시에는 위원

회의 심사 및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조정전치주의가 아님).

- 위원회의 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면 조청신

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없다.

-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전담상설조직이 없어 운영이 형식화되어

기능수행이 없다.

의 료분쟁을 제도적으 로 해 결하려는 목적으로 198 1년 12월의 의료법

개정을 통하 여 의료심사조정 위원회의 근거규 정이 마련됨 . 그러나 위원회

가 구성 된 것은 1985년이었 고 , 피해자의 인식부족으 로 1986년 현재 접 수

건수는 7건 , 그중 반려가 5건 , 조정불성립 이 2건으로 활동이 극 히 미비하

다 (보 건년감 , 1986 . 17 0쪽 ) .

동 위원회는 환자 측이 복잡한 소 송절차와 고액 의 소송비용을 감수하

지 않고 피 해구제를 요청 하고 , 의사측은 비효율적인 음 성적 해결방식 을

피하면서 장 기화되는 소송절 차를 거치지 않고서 의 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취지로 입법됨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 의료심사조

정위원회 를 ,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 심사조정위원 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으며 , 위원은 의료 인과 법조인 , 언론인 등 동수의 비의료인 으로 구성된

7인 이상 15인 이하가 된다 (의료법 제 54조 의 2제 1항 , 논문 4 4쪽 ) .

해결방안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손해사고 발생주의를 손해사고

발견주의로 바꿔야 한다. 현실적인 배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 보험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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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5조의 직접청구인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

호법 제12조에서 직접청구 인정).

- 보험요율을 현실화시켜 보험수지 악화를 방지하고, 보험가입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 이 보험의 시행시에는 의사의 과실유무 판정이 엄격히 가려져야 함으로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규정과 기구가 마련되야 한다.

- 이 보험은 상업보험보다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한다.

2)의협공제제도- 보험과 연계하여 위험분산기능을 강화한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액보상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전담상설조직을 만들어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필요

하다.

-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줄이고 의사수는 줄이는 대신 소비자 대표

등을 참여 시켜 환자측의 불신을 없앤다.

-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효력을 높인다. 또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

립한다.

- 홍보를 하여 소비자이용을 장려한다.

4)의료계의 자세를 확립한다.

5)무과실책임보상으로 나아가야 되나 현재 복지수준(1991년 현재)에서는

시기상조이다.

6)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설치필요- 의사, 국가, 보험자, 제약업자, 의기자재

제조업자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7)소비자(의료피해자)의 입장을 대행할 기구를 기존기구(의료보험연합회,

소비자보호원, 의료분쟁조정기구)에 만들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임동수 (1992)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부족으로 대수법칙 적용이 불가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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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영리수지 악화로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하였다.

- 의사직업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1항에서 (보험기간 중에 행한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사고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것

은 문제점이다.

-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보험회사의 심사기능 미비로 과실심사 판정기능이 부족하다.

2)의협공제제도- 이 제도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에 비해 위

험분산기능이 떨어진다.

- 의사보호가 중점이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

-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어렵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

이 없다.

- 위원회의 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면 조청신

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전담상설조직이 없어 운영이 형식화되어

기능수행이 없다.

해결방안 제시

1)의료인의 자세를 확립한다.

2)각 병원별 의료분쟁관리위원회제도를 법적 강제하에 도입이 필요하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기존의 조정위원회 대신 공정한 의료분쟁조정기구

(총리직속, 조정전치주의도입, 예방기능, 의료분쟁처리기능, 재원확보기능, 위

원들의 상근직화, 전문감정인제도 도입)가 필요하다.

4)입증책임의 전환(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정부차원의 응급의료전문병원 설립의 추진이 필요하다.

6)사회보험형식의 유과실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무과실배상(경미하거나 불

가항력적 사고)제도를 가미한다.

이화우 (1994)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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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제시

1)중단된 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2)의협공제제도- 이 제도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에 비해 위

험분산기능이 떨어진다.

- 의사보호가 중점이므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조정의 신뢰가

어렵다.

-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어렵다.

- 심사위원 명단이 비밀로 되어있어 피해자측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당사자 일방이 직접 법원에 소송 제기시에는 위원

회의 심사 및 조정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조정전치주의가 아님).

- 위원회의 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면 조청신

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없다.

-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전담상설조직이 없어 운영이 형식화되어

기능수행이 없다.

해결방안 제시

1)의협공제제도- 보험과 연계하여 위험분산기능을 강화한다.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는 독

립적인 제3자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액보상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

- 심사ㆍ조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2)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상설전담조직을 만들어 실질적인 업무수

행이 필요하다.

-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의료법 제54조2의제1항에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수로 7인이상 15인이하 구성한다 를 명확한 인원수로 구성하고 소비자의

권한을 부여할 여건도 고려한다.

-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효력을 높인다.

- 홍보를 하여 소비자이용을 장려한다.

3)의료분쟁기금의 조성(의사, 국가, 보험자, 제약, 의료장비 제조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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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업자 등 참여)이 있어야 한다.

4)의료분쟁조정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조형원 (1994)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의 영리수지 악화로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하였다.

- 의사직업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1항에서 (보험기간 중에 행한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사고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것

은 문제점이다.

-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공정, 객관적인 심사기구의 미설립도 문제이다.

- 보험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이 미비하다.

- 위험분산기능의 제약 및 배상이 불충분하다.

2)의협공제제도- 보상한도액이 지나치게 낮다.

- 재공제가 불가능하여 대형사고에 대한 위험분산이 어렵다.

- 공정한 심사기관이 없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당사자 일방이 직접 법원에 소송제기시 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조정전치주의가 아님).

-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 이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거의 없다.

-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을 가져 분쟁당사자가 이용을 회피

한다.

4)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논문 193쪽∼195쪽)하였다.

해결방안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의 재도입 필요- 강제보험 형식으로 운영됨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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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협공제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수를

줄이고 전체 인원수도 줄여야 한다.

- 의사들이 출석거부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가에게만 감정시

키도록 제도화한다.

4)민사조정제도의 활용- 강제중재제도를 활용한다.

5)사회보장으로서 무과실책임보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

6)의사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함-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하였다.

김유재 (1995)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배상책임보험- 이 보험 판매당시 실적은 총 계약건수는 282건, 총

보험료 357.6만원, 손해율은 368.8%로 현재 판매중지 상태이고, 손해사고 발

생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며, 이용도가 낮은 이유로는 의사측의 의

료사고 공개에 대한 기피심리, 보험자측의 보험인수 기피, 이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한의협공제회에의 가입이다(장식적 보험).

2)의협공제제도- 제도적 차원에서 공인된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 가입대상이 의협회원 전원이 아니라 군소병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 의료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배제되어 국민보호 기능도 없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분쟁 당사자 일방이 직접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

능하다(조정전치주의가 아님).

-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면 조청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 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해결방안 제시

1)의사책임보험- 보험료율의 현실화, 강제보험으로의 전환, 권위있는 자문

기구의 운영, 손해 규정으로 재도입시 상업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적 성격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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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협공제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보사부 의

료심사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제3의 기구를 설치한다.

-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요망된다.

- 조사기구 운영상 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필요

하다.

- 위원회의 의사의 수를 줄이고 위원의 수도 대폭 줄이면서 소비자 대표

를 참여시킨다(후생신보, 1989. 4. 20. 15쪽).

-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효력을 높인다.

- 홍보를 하여 소비자이용을 장려한다.

4)법제도 개선이 필요- 계약관계 정립, 입증책임의 전환, 감정제도의 정비,

긴급환자ㆍ특이체질ㆍ예방접종 등에 대한 법령정비는 필요하나, 의료사고처

리특례법의 도입은 반대하였다.

5)의료보상보험제도(사회적 보상제도) 도입주장- 의료행위에 의한 사고나

분쟁인 경우에 무과실 보상도 포함하여 보험의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되 국

가도 참여토록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처럼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가능하고 강

제가입토록 한다.

6)환자의 난동을 방지하는 특례법이 우선 제정되야 한다.

7)환자보호의 기구설치도 검토되야 한다.

8)적정한 의료보험수가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김상찬 (1995)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언급하지 않았다.

2)의협공제제도- 보험제의 기능이 없다.

- 보상액이 적다(고액배상이 불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약등이 미비하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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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쟁발생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가 없다.

5)감정제도의 공정성이 문제다.

해결방안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제도- 자동차사고책임보험처럼 의무보험화 한다.

- 책임보험에 따른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

- 적절한 보험료의 산정이 필요하다.

2)의협공제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언급하지 않았다.

4)감정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립감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5)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활용- 화해, 조정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

6)의료분쟁조정법안(1994년 보건사회부안)을 검토하고 비판하였다.

김정수 (1997)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회사의 손실율이 높았다.

- 의사들의 의료사고 노출기피로 환자와 직접 합의한다.

- 80년대 초반까지 의사들이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 의사들만 가입하여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 보험회사로서는 배상책임의 심사 등을 할 의학적ㆍ법률적 대비가 미비

하였다.

- 의사책임에 관한 공정한 중재조정기구가 없어서 높은 배상액의 지출로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2)의협공제제도- 보상상한선이 1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실효성이 낮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일방이 직접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조정전

치주의가 아님).

- 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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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율이 저조하다.

-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이 있어 이용을 회피한다.

4)의료분쟁 조정법안의 표류- 1988년이래 논의만 되고 있다.

해결방안 제시

1)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강제가입제도, 국가재정 출연이 필요하다.

2)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시 전체 위원수와 참여 의사수를 줄이

고 법률가와 기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의사들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한다.

- 감정을 전문가에게만 하도록 한다.

3)의료의 질적수준 향상의 노력- 의사의 과다배출억제, 병원표준화사업을

추진한다.

4)공정한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한다.

5)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6)의료인의 자세확립와 의사들이 분쟁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

7)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8)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정효성 (1998)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주로 1996년도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법제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의료과오에 대한 공정한 심판기구가 없다.

- 보험회사의 수지악화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시장에서 철회했다.

- 보험이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어 가입률이 저조하여 위험분산기능에

제약이 있고, 불충분한 배상을 하게 된다.

- 손해사고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보험위험의 담보기간이 너무 짧다.

2)의협공제제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어 위험분산기능에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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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이 낮아(상한액이 1000만원)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되지 않는다.

- 환자측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한다.

- 환자측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업무전담기구가 없다.

- 조정에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의료인들이 사고발생시 음성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원회의 조정능력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에 계류중이면 조정신청

서를 반려한다.

- 환자측이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4)의료분쟁조정법(안)의 방향제시

1996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쟁점사항으로는

- 국민의 제소권과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논점

- 조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논점

-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에 대한 논점

- 형사처벌범위의 제한과 특례에 대한 논점

- 진료방해 및 난동행위규제에 관한 논점

-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한 논점

이며,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 조정기구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어서 국가권

력이 작용하게 마련이며, 그 작용의 방향은 의료판례법의 환자보호정책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즉 의료전문인이나 보험산업, 제약산업 등의 이익을 대변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수나 보험료의 할증율은 피해자의 정

당한 권리구제나 의사의 주의의무 이행 을 유도하는 경제적 압박의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 보험산업 자체의 경제적 수익성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 책임보험료의 할증이라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고 의사의 의료사고방지 노력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보험

료의 증가율이나 의료수가 인상 등에 정부가 관여하므로 의료분쟁의 전과정

이 사실상 관료주의적 통제라는 권력의 작용과 산업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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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 보건복지부 입법안은 조정위원의 구성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

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제6조), 법조계가 조정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함(제6조6항, 제8조, 조정부 2항)으로써 조정제도가 사법화되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근본취지에 반한다는 점, 의료사고에 대

한 조사를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에 의문점이 있을 있다는 점(제11조, 조사관), 조정전치

주의(제14조), 조정의 효력(제23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결방안 제시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법제화의 방향으로

- 조정전치주의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 비사법적 해결방안으로 조정제도(Mediation panels )를 채택한다.

- 비사법적 의료분쟁의 접수 및 모든 행정절차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전문가 심사기구인 의료분쟁심사위원회를 법학관련자와 각과 전문의사

들로 구성하여 과오판단과 배상책임의 기준을 결정한다.

- 보상의 범위는 의사, 간호사, 의료관계 종사자가 병원에 책임이 있는 치

료결정이나 치료행위에 국한하며, 질병의 자연진행이나 순수한 정신적 부작

용은 제외한다.

- 의료사고피해의 구제대상은 의료인의 유과실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항력

적인 의료사고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보상한다.

-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을 위하여 의료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한다. 이

는 국가ㆍ보험자단체ㆍ의사ㆍ제약회사ㆍ의료기제조회사ㆍ가족계획협회ㆍ적

십자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의료행위의 성질상 의사 또는 환자에게 부담시

킬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전보하도록 한다.

- 의사책임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도입한다.

- 의료인의 형사책임 귀속정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어

야 하고, 인과관계의 범위는 개연성이나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성의

정도로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진료방해 및 난동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명문화하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유형화시키기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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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유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를 전보하기위해

도입한다(일본식 모델이 바람직하다).

-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한다. 강제가입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상품의 역선택

을 방지할 수 있고, 위험책임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며, 피해를 현실적으로 배

상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제도권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분쟁의 모든 행정절차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내에 전문가 심사기구인 분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

료과오판단과 배상책임 기준결정 등을 하도록 한다.

- 분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법학관련자와 법의학자를 포함한 각과 전문의

사들로 한다.

- 각종 자료를 발행하여 진료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과 분쟁해결의 운영기

준을 설정한다.

- 의사협회와 연계하여 문제의사에 대한 휴진, 재교육, 징계,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정전치주의는 택하지 않고 소송과 조정이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도

록 한다.

3)피해구제기금의 조성- 의료과오에 따른 배상기금과 불가항력적인 사고

보상기금으로 구분하여 갹출한다.

- 국가(불가항력적인 경우), 보험자단체, 의사, 제약회사, 의료기제조회사,

가족계획협회, 대한적십자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유과실보상의 범위를 의사나 간호사 의료관계 종사자가 병원에 책임이

있는 치료결정이나 치료행위에 국한하며 구체적으로 8가지의 기준(치료과정

의 사고, 진단과정의 사고, 진단착오의 사고, 우연적 사고, 감염사고, 선천성

기형, 예외조항, 약화사고)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의 자연진행이나 순수한 정

신적 부작용은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

5)진료방해 및 난동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명문화 한

다.

박근조 (1999)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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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의사의 과실유무를 보험회사가 판단하기 힘들다.

- 손해율이 높아 보험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1998년 4월 현재 치과협의회소속 3천여 회원이 책임보험에 단체가입, 대

한 내과개업의소속 1백여명이 단체가입하고 있다(중앙일보 1998. 12. 10).

2)의협공제제도- 의사 단체의 자구적 성격으로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법적 강제력이 없다.

4)의료분쟁조정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해결방안 제시

1)국가가 직접 참여하는 공익적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공정한 의료분쟁 판정기구 설립과 의료무과실 입증제도를 도입한다.

3)의료조사관제도의 신설- 수사권을 가진 의료검시관을 별정직 공무원으

로 채용한다.

4)피해구제기금의 조성- 국고, 의료보험조합, 제약회사, 의료기제조회사,

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이 공동 출자한다.

5)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입법화한다.

한정희 (1999)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료법에서 의료분쟁에 관하여 7개항만 명시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2)분쟁해결수단으로 조정제도만을 명시하고 있다.

3)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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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제시

1)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을 위해 단일법 제정이 시급하다.

2)분쟁해결수단을 다원화하여 알선 및 재정제도를 활성화한다.

3)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조정대상에 의료기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시

켜야 된다.

-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을 확실히 한다.

- 중앙조정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 감정기구를 설치한다.

-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 관할, 절차, 증거보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거나 당사자 스스로 조정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권오승, 1995, 159쪽).

- 원칙적으로 유과실책임,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삭제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刑을

면제하고, 처벌시에도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용하다.

- 진료방해금지조항은 기존법률로도 처벌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

는다.

4)의사배상책임의 도입- 국가적 차원에서 각 보험사들이 사보험으로서 의

사배상책임보험의 개발과 도입에 주력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장정진 (1999)은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과거 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회사의 손실율이

높았다.

- 의사들이 의료사고 노출기피로 환자와 직접 합의한다.

- 70년대만 해도 의사들이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의사들만 가입 필요성을 느껴 손해율이 높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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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다.

2)1998년 3월부터 삼성화재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 및 병원 배상책

임보험 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1999년 2월 현재 10여개 병원이 가입중이다.

- 보험사 입장에서 의료과오의 판정(능력)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환자

측의 수용거부시 소송으로 진행되면 신속한 해결이 안되고, 이에 대한 경비

지출로 결국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견치 못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

으므로 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

- 해당 의사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통해 합의나 소송을 대행하는 것에 대

한 환자측의 문화적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사건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난동방지 및 경호서비스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의사들이 사고방지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

- 보험료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로 전가되어 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올 가능

성이 있다.

3)의협공제제도- 가입률과 보상액이 모두 낮아 실질적인 분쟁해결기능을

하지 못한다.

- 회원들의 임의가입으로 위험분산기능이 약하다.

- 보상액이 낮아서 고액배상에 대처할 수 없다.

- 의사협회내의 조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

4)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 분쟁발생시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으며, 전문

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아 이용도가 낮다.

- 조정전치주의의 미채택으로 위원회의 능력이 검증받지 못했다.

-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재판에 계류중이면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해결방안 제시

1)의사배상책임보험- 공제회의 성격을 가미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의료인들이 보험의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야 한다.

- 22 -



2)소비자보호원 - 199 9년 2월 6일 소비자보호법 이 개정되 어 199 9년 4월

부터 의료관 련 소비자피해구 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 다 .

3)의료분쟁조정법안(논문 66쪽∼67쪽, 77쪽 각 안의 입법과정과 차이점을

기술함)을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 조정전치주의 채택이 필요하다.

- 조정기구의 공정성 확보한다.

- 형사처벌의 특례를 반대한다.

- 진료방해 및 난동행위 규제- 현행 형법보다 그 형을 강화하여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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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병원),

소비자단체

피해구제청구 피해구제의뢰

소비자 보호원

합의권고,

분쟁조정 요청

사실조사,

시험검사

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진술,

전문가 자문

조정결정

수락,

거부표시안함
거 부

성 립 불성립

이 행 강제집행 민사소송 포 기

그림 2 . 한국소비 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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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한다.

-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국가와 보험

자가 기금을 형성한다.

4)의료소송 전문법원의 설치- 의료소송에 정통한 법관 양성이 필요하다.

- 소송기간의 단축, 재판의 효율성 기대.

5)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을 적극 이용한다.

6)감정제도의 개선- 국가가 국립감정원(가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던지,

기존의 유사조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확충한다.

이성호(1999)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과거 보험판매시 가입율이 낮고 손해율이 높아

폐지되었다.

- 의사들이 의료사고 공개를 꺼린다.

-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측이 보험인수를 기피하였다.

- 배상책임 유무의 심사와 손해사정을 하기위한 의학적ㆍ법학적 전문지식

의 미비도 문제다.

2)의협공제제도- 지나치게 적은 보상액, 공정한 심사기관의 불비, 재공제

의 곤란으로 인하여 위험이 집중(분산기능의 미흡)되었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언급하지 않았다.

4)감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결방안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손해사고 발견주의를 취해야 한다.

- 피해자의 보험자(보험사)에 대한 직접 손해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 보험가입을 위한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법적ㆍ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정하고 객관적이 심사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2)의협공제제도-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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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최대확보가 필요하다.

- 중립적이고 공정한 배상심의기구를 확보한다.

- 보험의 적용대상에 의료시설관리책임 및 사용자배상책임을 모두 포함시

킨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임,

조정위원회의 2/ 3를 의료인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4)복수의 감정인 제도 도입, 독립적인 감정기관이나 감정의 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5)전문법원으로서 의료법원을 창설한다.

6)유과실책임배상이 원칙, 무과실책임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7)의료분쟁조정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구체적

논의는 안함).

김철수(2000)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문제점 제시

1)의사직업배상책임보험-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상법 719조내지 726조에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과오배상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적합치 않으므로 독립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2)의협공제제도- 보험제가 아니다.

- 배상금액이 적다(최고 2,100만원이 한도).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유명무실하다.

-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조정전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는다.

- 의사가 과반수를 점하고 구성원수가 너무 많다.

4)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법안에 반대한다.

5)감정제도에 문제가 있다.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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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배상책임보험- 언급하지 않았다.

2)의협공제제도- 소액의 납부에 고액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제도로의 활

성화방안이 필요하다.

3)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 조정전치주의 채택이 필요하다.

- 위원회의 의사의 수를 줄이고 전체위원수도 줄인다.

4)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에 관하여(논문 189쪽∼190쪽) 좀더 논의되야

한다.

5)무과실책임에도 배상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지원(논문 199쪽)한다.

6)법원에 의료소송 전담 특별부를 설치한다.

7)의료의 질을 보장한다- 의사의 과다배출을 억제하여 적정한 의사수 유

지가 필요하다.

- 병원표준화사업을 강화한다.

- 진료심의위원회(병원내부)나 진료심사위원회(병원외부)를 제도화하거나

활성화하여 진료평가 및 감시기능을 원활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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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 료분쟁 해결 방안의 유형별 분류

의료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15편의 논문들의 주장을 크게 기존제도에 대한

개선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나누어 이를 유형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가 . 기존 제도 개선

1) 의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재)도입

이 제도는 11편의 연구논문(최명진, 1988; 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조

형원, 1994; 김유재, 1995; 김상찬, 1995;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한정희,

1999;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에서 재도입이 주장되었다. 1970년대 초반

에 도입되었던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 가입률이 너무 낮았

고(임동수, 1992;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368.8%) 보험사가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결국 중

단하게 되었고(최명진, 1988; 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조형원, 1994; 김유

재, 1995; 김정수, 1997; 박근조, 1999;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 약관에서 손해사고 발견주의가 아닌 손해사고 발생주의를 취하였으며

(최명진, 1988; 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조형원, 1994; 정효성, 1998), 의

사들이 의료분쟁시 음성적으로 해결하려 하고(신동욱, 1991; 김유재, 1995;

김정수, 1997;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고(임동수, 1992; 조형원, 1994), 보험사의 심사

기능의 미비(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조형원, 1994; 김정수, 1997; 박근조,

1999; 이성호, 1999),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미비(조형원, 1994)와 불충분

한 배상(조형원, 1994; 김유재, 1995; 정효성, 1998), 대한의협 공제회 가입(김

유재, 1995)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강제보험제도를 도입(최명진,

1988; 김상찬, 1995)하여 회원의 강제가입(최명진, 1988; 조형원, 1994; 김유

재, 1995;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과 심사기구를 보험체계내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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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을 확보한다(최명진, 1988). 의료사고 발생주의가 아닌 발견주의를 채

택한다(신동욱, 1991; 이성호, 1999).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신동욱, 1991; 이성호, 1999). 보험가입 확대방안을 마

련(신동욱, 1991; 이성호, 1999)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규정과 기구가

필요하다(신동욱, 1991; 김정수, 1997; 이성호, 1999). 상업보험의 성격보다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신동욱, 1991; 김유재, 1995). 보험료율을 현

실화한다(김유재, 1995; 김상찬, 1995). 국가가 재정을 출연한다(김정수,

1997). 국가차원에서 각 보험사들이 사보험으로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한정희, 1999). 공제회의 성격

을 가미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의료인이 보험의 운영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장정진, 1999).

2) 의협 공제제도의 개선

의협 공제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논문은 6편(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정효성, 1998; 이성호, 1999; 김철수, 2000)이었다.

의협 공제제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인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고(최명진, 1988; 김유재, 1995), 임의가입 제도이므로 회원확보도 문제

이다(최명진, 1988; 김유재, 1995;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또한 상호부조

가 목적이므로 보험에 비해 위험분산기능이 떨어지고(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화우, 1994; 조형원, 1994; 김상찬, 1995;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 김철수, 2000), 의사보호가 목적이므로 의료사고시 공정한 심

사가 어렵다(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화우, 1994; 조형원, 1994; 정효성,

1998; 박근조, 1999;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 보상한도액이 지나치게 낮

아(조형원, 1994; 김상찬, 1995;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이

성호, 1999; 김철수, 2000) 보상금의 현실화가 어렵고(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화우, 1994; 박근조, 1999), 환자측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도움을 주

지 못한다(정효성, 1998).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약 등이 미비하고(김상

찬, 1995), 심사위원의 명단이 비밀로 되어있어 피해자측의 신뢰를 얻지 못한

다(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의료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배제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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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호 기능이 없다(김유재, 1995).

해결방안으로는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이성호, 1999), 보험과 연계하

여 위험분산기능을 강화하고(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이성호, 1999; 김철

수, 2000),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구의 설치(신동욱, 1991; 이

화우, 1994; 김유재, 1995; 이성호, 1999)나 보사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활

성화하고(김유재, 1995), 보상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신동욱, 1991; 이화

우, 1994; 김유재, 1995). 또한 심사ㆍ조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며(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적용대상에 의료분쟁 외에 의료시설관리책임 및 사용자

배상책임을 모두 포함시킨다(이성호, 1999).

3)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개선

의료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12월의 의료법 개정

을 통하여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85년이었고,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1986년 현재 접수

건수는 7건, 그중 반려가 5건, 조정불성립이 2건으로 활동이 극히 미비하였

다2)(보건년감, 1986. 170쪽).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서 직

2) 각종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거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전국 16개 시, 도별 지방의료심사조정

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98년 11건, 99년 12건, 작년 27건 등 모두 50
건에 불과하다. 98년에는 전체 11건 중 10건(기각 1건)이 조정돼 91%의 조정율을

기록했으나 99년에는 12건 중 3건(기각 6건, 반려 2건, 합의 1건), 작년에는 27건 중

7건(기각 9건, 반려 8건, 계류 3건)만 조정이 이뤄져 조정율도 25%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국에서 한해 평균 17건의 의료분쟁이 정부 분쟁조정 창구에 접수돼 그

가운데 7건만 조정이 이뤄지고 대다수는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음을 뜻한다.
특히 지방의료심사조정위에서 넘어온 미해결 사안들만 심사하는 복지부 산하 중

앙의료심사조정위는 98년 이후 3년간 단 2차례만 열려 1건을 기각하고 1건은 종결

처리(당사자 합의)했다.
시, 도별로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제주 등은 3년간 1건도 없었고 대

전, 충북, 경남은 1건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의료분쟁조정 제도 유명무실,
2001. 3. 8. (http:/ / www .chosun.com/ w21data/ html/ new s/ 200103/ 200103080045.html)

- 30 -



접 소송제기가 가능하고(최명진, 1988; 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조형원,

1994; 김유재, 1995;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소송에 계류

중이면 신청서를 반려하고(최명진, 1988; 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조정안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강제성이 없다(최명진, 1988; 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

화우, 1994; 조형원, 1994; 김유재, 1995;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박근조,

1999). 전담상설조직이 없어 기능수행이 어렵다(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화우, 1994; 정효성, 1998).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거의 없다(조형

원, 1994; 김정수, 1997; 장정진, 1999).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의문

을 가져 이용을 회피한다(조형원, 1994;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장정진,

1999).

제시된 해결방안으로는 전담상설조직을 만들고(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위원수를 줄이고(신동욱,

1991; 조형원, 1994; 김유재, 1995; 김정수, 1997; 김철수, 2000) 위원중 의사

수를 줄인다(신동욱, 1991; 조형원, 1994; 김유재, 1995; 김정수, 1997; 김철수,

2000). 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히 정한다(이화우, 1994). 이와 반대로 의사를

전체위원 중 2/ 3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이성호, 1999). 의사들의

출석거부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고(조형원, 1994; 김정수, 1997), 소

비자 대표를 참여시킨다(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조정전치

주의를 채택하거나(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립한다(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홍보를 하여 이

용을 장려한다(신동욱, 1991; 이화우, 1994; 김유재, 1995).

4) 민사법상의 민사제도의 활용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므로 민사법상의 민사조정제도

(Mediation panels )를 이용하자는 의견(조형원, 1994; 장정진, 1999), 화해 및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김상찬, 1995), 알선 및 재정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한정희, 199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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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 . 새로 운 제 도의 도입

1)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의료분쟁의 경우 피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과실책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과오 판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무과

실보상의 도입(최명진, 1988; 임동수, 1992; 김유재, 1995; 한정희, 1999; 장정

진, 1999; 김철수, 2000)을 주장하고 있다. 무과실보상의 재정조달에 있어서

는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최명진, 1988;

김유재, 1995; 김철수, 2000)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사고 전반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제거하고 사회보장측면에서 무과실보상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조

형원, 1994)도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유과실책임만을 고

집하는 의견은 없다.

2) 의료사고 보상기금의 도입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기금설치에 있어서 기금에 출연하는 주

체로서 국가, 의사, 보험자, 제약업자, 의료기자재 제조업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신동욱, 1991)는 주장, 여기에 수입업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이화우,

1994)는 의견, 피해구제기금의 형식으로 설립하며 국고, 의료보험조합, 제약

회사, 의료기제조회사, 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가 공동출자 해야된다

(박근조, 1999)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의료과오에 따른 배상기금과 불가항력적인 사고보상기금으로 구분

하여, 불가항력적인 경우엔 국가가 부담하고, 그외의 경우엔 보험자단체, 의

사, 제약회사, 의료기제조회사, 가족계획협회, 대한적십자회가 공동으로 부담

해야 한다(정효성, 1998)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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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조정법(안)의 도입여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화우,

1994; 조형원, 1994; 김유재, 1995; 김상찬, 1995; 김정수, 1997; 정효성, 1998;

박근조, 1999; 한정희, 1999;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 김철수, 2000)이 꾸

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의사책

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조형원, 1994), 우선 환자의 난동을 방지하는 특례법

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김유재, 1995),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분쟁에 관

하여 7개항만 명시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한정희, 1999)라고 주장하

는 의견,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과정과 쟁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며 특히 1996년 보건복지부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문(정

효성, 1998), 연혁적으로 각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논문(장

정진, 1999) 등 다양하다.

4) 전문 감정제도의 도입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서 과오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전문 감정인이나 기

구가 필요하며 그 공정성이 확보되야 한다(김상찬, 1995; 이성호, 1999). 따라

서 이 문제는 주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신하여 독립적인 의료분쟁조정기구를 만들

고 여기에 전문감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고(임동수, 1992), 감정은

전문감정가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조형원, 1994; 김정수, 1997), 감정의

공정을 위해 복수의 감정인제도를 두거나(이성호, 1999), 아니면 조정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정기구를 만들자는 의견(한정희, 1999)과 아예 국립감정기

관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을 설립하자는 의견(김상찬, 1995; 장정진, 1999; 이

성호, 1999)이 있다.

5) 전문법원 도입

- 33 -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의료소송에 정통한 법관

의 양성이 필요하고 따라서 별도의 의료소송 전문법원을 설치하자는 의견

(장정진, 1999; 이성호, 1999)과 법원에 의료소송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특별

부를 두자는 의견(김철수, 2000)이 있다. 이러한 전문법원의 도입은 소송기간

을 단축시키고, 재판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 기타 해결 방안

의사측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경우로는 진료시 환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할 것(최성근, 1990), 분쟁발생시 소명자료를 준비

하고 잘 보관할 것(최성근, 1990),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합의를 할 것(최성근, 1990), 병원간 환자정보의 교환이나 의료상의

共濟性을 유지할 것(최성근, 1990)을 주장하는가 하면, 의료인(계)의 자세확

립(신동욱, 1991; 임동수, 1992; 김정수, 1997)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과다한 의사배출억제(김정수, 1997; 김철수, 2000) 및 병원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김정수, 1997; 김철수, 2000), 보험수가의 개선(김유재, 1995; 김정

수, 1997),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김정수, 1997)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다.

병원별 대응책으로는 의료분쟁관리위원회를 법적 강제하에 도입(임동수,

1992)하거나 진료심의위원회(병원내부)나 진료심사위원회(병원외부)를 제도

화하여 진료평가를 하자(김철수, 2000)는 등의 의견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신동욱, 1991; 김유재, 1995)하거나

응급의료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임동수, 1992)하고, 의료기관이 국가가 경영

하는 공익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박근조, 1999)는 의견, 소비자보호원의

이용(장정진, 1999), 의료조사관제도의 신설(박근조, 1999), 법제도를 개선(임

동수, 1992; 김유재, 1995; 박근조, 1999)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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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 결

앞서 살펴본 15편의 학위논문에서 주장된 의료분쟁해결방안의 문제점(표

2)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아래

와 같다(표 3).

가 . 기존 제도 의 문 제점 (표 2 )

표 2 . 기존제 도의 문제점 정리

구 분 내 용

의사배상

책임보험

①가입률의 저조와 높은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사가 중단함

②약관에서 손해사고 발생주의 취함. 의사들의 음성적인 분쟁해결

③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④보험사의 심사기능의 미비와 불충분한 배상

⑤보험가입 확대방안의 미비와 의사들의 의협공제회 가입

공제회 제도

①공인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며, 임의가입 제도로 인하여 회원확

보가 문제

②보험에 비해 위험분산기능이 떨어짐

③의료사고시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 피해자측 신뢰를 얻지 못함

④보상한도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상금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음

⑤환자측의 물리력 행사시 도움을 주지 못함

⑥의료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배제되어 국민보호 기능이 없음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①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직접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에 계

류중이면 신청서를 반려하고, 조정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즉 강제성이 없음

②전담상설조직이 없어 기능수행이 어려움

③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거의 없음

④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에 의문을 가져 이용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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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존 제도 의 대 안 (표 3 )

표 3 . 기존 제도 의 대안 정리

구 분 내 용

의사배상

책임보험

(재)도입

①자동차보험 같이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강제가입 시킴

②약관에서 손해사고 발견주의를 취해야 함

③심사기구를 보험체계내에 설치하여 공신력을 확보함

④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도록 함

⑥보험료율을 현실화 함

⑦국가가 재정을 출연하거나 국가가 보험사들이 의사배상책임보

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줌

⑧의료인이 보험의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공제회

제도개선

①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함

②보험과 연계하여 위험분산기능을 강화함

③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구를 설치함

④보사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함

⑤보상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함

⑥심사ㆍ조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

⑦배상 범위에 의료시설 관리책임 및 사용자 배상책임도 포함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활성화

①조정전치주의 채택 함

②전담상설조직을 만듦

③위원회 구성시 전체 위원수를 줄이고 참여 의사수를 줄임

④반대로 전체 위원중 의사를 2/ 3로 하자는 주장도 있음

⑤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히 정함

⑥의사들의 출석거부시 대응방안 필요함

⑦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킴

⑧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립함, 홍보를 하여 이용을 장려함

민사법상의

제도활용

①민사법상의 조정제도를 이용함

②화해 및 조정제도를 적극활용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함

③알선 및 재정제도를 활성화 함

무과실보상

제도 도입

①의료과오 판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인 경우에 도입함

②재정조달은 국가가 부담해야 됨

③의료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도입은 시기상조임

의료사고

보상기금

도입

기금도입시 기금출연 주체로서는

①국가, 의사, 보험자, 제약업자, 의료기제조업자

②국가, 의사, 보험자, 제약업자, 의료기제조업자, 수입업자

③국고, 의료보험조합, 제약회사, 의료기제조회사, 병원협회, 의사

협회, 간호사협회

④불가항력적인 경우 국가부담, 그 외에는 보험자단체, 의사, 제약

회사, 의료기제조회사, 가족계획협회,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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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분쟁조정법

도입 주장

①의사책임법을 제정함

②환자 난동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우선 제정함

※주로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하고 입법방향 제시함

전문 감정

제도 도입

①독립적인 의료분쟁조정기구에 전문감정인 제도를 도입함

②감정은 전문감정가에게만 맡겨야 함

③감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인 제도를 둠

④조정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정기구를 만듦

⑤국립감정원과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전문법원 설치

①의료소송에 정통한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소송 전문법원

을 설치함

②법원에 의료소송 전담처리 특별부를 둠

기 타

①진료시 환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함

②분쟁발생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잘 보관함

③과실이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합의함

④병원간 환자의 정보 및 의료상의 공제성을 유지함

⑤의료계의 자세 확립이 필요함

⑥의료의 질을 위해 과다한 의사배출을 억제함

⑦병원표준화 사업을 추진함

⑧보험수가의 개선

⑨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함

⑩의료분쟁관리위원회를 법적 강제하에 도입함

⑪진료심의위원회(병원내부)나 진료심사위원회(병원외부)를 도입

⑫응급의료전문병원을 설립함

⑬의료기관을 국가가 경영하는 공익기관으로 전환시킴

⑭의료조사관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⑮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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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의료분쟁조정법 (안 )에 대한 추진경과와 쟁점

1 . 의 료분쟁 조정법 (안 )의 입 법추진 경과

1988년 10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와 분쟁, 환자측의 난동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반의사불벌죄, 공제보상, 공제사업자의 중재처리 등

전문 9조의 시안을 담고있는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건의하였

다. 1991년 7월 보사부 산하 법안제정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

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심판기구로 하고, 사망 및 중

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채택하며, 조정청구

기간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3년으로 하며, 난동행위에 있어서는 가

중처벌을 삭제하고, 기금조성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보험자와 정

부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초안이 작성되

었고 1993년 1월 각 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조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의료

인의 형사처벌면제, 난동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분쟁 조정기금의 설치,

분쟁조정위원회 및 별도 법인 설립 등에 대한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

이 대립되어 입법추진이 무산되었다.

1994년 8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을 수정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에 따른 배상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헌혈 및 수혈에 따른 부작용은 적십

자사에서, 의료용구부작용에 따른 배상은 제조업자 및 수입회사에서 부담하

고,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동년 11월 조정위원회의 구성방

법결정, 조정소위원회를 조정부로 하고, 조정기간은 90일로 하며, 책임공제에

는 의무가입하고 종합공제에는 임의가입토록 하며, 제3자 개입금지와 진료방

해금지조항은 존속시키되 벌칙은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고, 1995년 3월 법안에 대한 국회공청회가 개최

되었다. 199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서 진

료방해시 가중처벌규정 신설,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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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상의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8가지의 예외규정

을 두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권배제 등을 신설하였으나, 1996년

4월 제14대 국회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1996년 9월 대한의사협회가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 하였으나, 이 법안은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법무부, 특

히 법원의 반대로 국회상정자체가 무산되었다.

1997년 7월 의원입법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

등 29명과 자민련 1명의 동의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조정전

치주의 도입, 형사처벌특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보

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되었고(국민회의 입법안), 동년 10월에는 신한국당 정의

화 의원이 국가의 출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여(신한국당

입법안), 이 두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안)으

로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전치주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견해가 대립되어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로 동

법안이 회송된 상태에서 제15대 국회임기 만료로 2000년 5월 자동폐기 되었

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안을 검토하는 등 2001년 동법 제

정, 2003년 동법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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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 료분쟁 조정법 (안 )의 쟁점 별 흐 름과 논 의사항

1994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안(정부안), 1997년 7월의 국민회의안(김병태의

원안), 1997년 11월의 신한국당안(정의화의원안), 1999년 보건복지위원회안

(이하 보건복지위안 ), 2001년 7월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전문가토론회에

서 논의된 보건복지부안(이하 복지부안 )까지 법안들의 흐름을 쟁점사항별로

살펴보면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 조정 전치 주의

1) 관련 법안 내용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안은 94 정부안, 97 국민회의안, 97

신한국당안이며, 99 보건복지위안, 01 복지부안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표 4 . 조정전치주 의의 법안별 내용

94 정부안 채택

97 국민회의안 채택
97 신한국당안 채택

99 보건복지위안 삭제
01 복지부안 삭제

2) 주요 논의사항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여부에 대한 논의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을 반드시 거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하는 근거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

성하며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만약 조

정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환자측이 조정제도를 무시하고 소송을 남발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전병남, 2000)3)고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재판절

차에의 접근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결정이 신속한 조정

3) 전병남 변호사는 조정전치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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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현저히 제약하지 않은 적절한 요건를 갖춘 전제하에 조정전치주의

의 채용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석희태, 1998)는 의견도 있다.

조정전치주의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

의 사적인 분쟁에 불과하므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분쟁해결을 강제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정으로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1항)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3항)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조형원 외 6인, 1995)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정이나 재판중에서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이은영,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 1994) 조정위원회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정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오승, 1995)는 견해도 있다.

나 . 조정 위원 회 구 성

1) 관련 법안 내용

조정부의 구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2) 주요 논의사항

94 정부안은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데, 중앙조정위원

회는 보건사회부에, 지방조정위원회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에 두며, 중앙조정위원회는 헌혈ㆍ수혈 또는 의료용구로 인한 의료분쟁

과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분쟁을 조정하며, 지방조

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의료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중 중앙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의료분쟁을 조정하게 하여 업무상

분장을 하고 있다.

94 정부안에 대하여 당시 내무부 등의 기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분쟁조정 및 심사기구를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ㆍ도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

(조형원 외 6인, 1995)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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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조정 위원회 구성의 법안 별 내용

94 정부안

①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함
②중앙은 헌혈ㆍ수혈, 2이상의 시ㆍ도 관할 분쟁
③지방은 중앙의 조정관할 이외의 분쟁만 조정
④조정위원은 공익대표자, 의료인 및 소비자대표자
⑤각 조정부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공익대표(공익대
표 중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의료인
1인, 소비자대표 1인

97 국민회의안

①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함
②중앙은 헌혈ㆍ수혈, 2이상의 시ㆍ도 관할 분쟁
③지방은 중앙의 조정관할 이외의 분쟁만 조정
④조정위원은 공익대표자, 의료인 및 소비자대표자
⑤각 조정부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공익대표(공익대
표는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함), 의
료인, 소비자대표 각 1인

97 신한국당안

①조정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함
②중앙은 헌혈ㆍ수혈, 2이상의 시ㆍ도 관할 분쟁
③지방은 중앙의 조정관할 이외의 분쟁만 조정
④조정위원은 공익대표자, 의료인 및 소비자대표자
⑤각 조정부는 조정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 공익대
표는 1인이상 3인이하(그중 1인은 법관, 검사, 변호사 자
격을 가진 자), 의료인 1인, 소비자대표 1인

99 보건복지위안

①특수법인
②지부를 설립할 수 있음
③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없음
④조정위원은 공익대표자, 의료인 및 소비자대표자
⑤각 조정부는 조정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 공익대
표는 1인이상 3인이하(그중 1인은 법관, 검사, 변호사 자
격을 가진 자), 의료인 1인, 소비자대표 1인

01 복지부안

①특수법인
②중앙에 설치한다, 지방에 설치할 수 있음
③중앙과 지방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없음
④조정위원은 공익대표자, 의료인, 약사, 소비자대표자
⑤조정부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10인이상 15
인이하의 조정위원으로 운영
⑥조정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에 위임

정위원회를 시ㆍ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오승, 1995)

는 의견도 있다.

혈액의 관리 또는 의료용구로 인한 의료분쟁도 그 성질상 지방조정위원회

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굳이 중앙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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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문옥륜, 1995; 권오승 1995), 조정관할도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

도의 지방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오승, 1995)는 의견이 있다.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94 정부안에서 조

정위원회의 위원들 중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 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조사부가 조사 및 조정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료행위를 조사할 때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

들므로, 각 이해계층에서 천거하는 의료인들로 조사부를 구성하고 이들을 전

임직으로 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조형원 외 6인,

1995)라는 주장이 있다.

1998년도 보건복지부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의료분쟁관련 조정제도가 조

정자의 전문성ㆍ중립성ㆍ성실성 부족과 조정담당자나 보조인력의 관료적ㆍ

권위주의적 타성으로 그 해결이 미미한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조정위원회

는 가능한 한 전문적이고 학구적 열성과 사회봉사정신이 구비된 인사로 구

성되어야 하기에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법학교수(가능한 한 민사법학자), 의

학교수(가능한 한 법의학자), 임상의료인 및 소비자단체대표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임상의료인과 소비자단체대표를 제외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방향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관과 검사는 조정에 후속 내지 병행하는 민사소

송과 형사소송을 감안하여 조정절차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석희태, 1998)는 주장이 있다.

1999년도 보건복지위안을 검토하면서 조정위원회 구성이 보건복지부장관

의 전권에 놓이면 관료주의적 통제에 놓이게 되며, 공익대표위원 중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2/ 3이상이 되도록 하고, 조정부의 3인 위

원 중 공익대표위원 1인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조정제도를 司法化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사고 조사를 전문지

식이 없는 보건복지부나 조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이므

로 의료분쟁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한 발판이 될 것

이다(전병남, 2000)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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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의료 행위 인한 피해 배상 의 범 위 (설명 의무 위반 포함 여부 )

1) 관련 법안 내용

설명의무위반을 손해배상 범주에 포함시킨 법안은 94 정부안, 97 신한

국당안, 99 보건복지위안이며, 97 국민회의안, 01 복지부안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표 6 . 의료행위로 인 한 피해배상 범위의 법 안별 내용

94 정부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97 국민회의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불인정
97 신한국당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99 보건복지위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01 복지부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불인정

2) 주요 논의사항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설명의무위반으

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히 위자료 지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명의무의 보호목적을 자

기결정권 내지 알권리에 국한된 인격권의 보장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진료상

생명과 신체에 야기되는 위해의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

이며(안법영, 의료사고의 불법행위책임, 315쪽). 또한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면 환자로서는 종

래 분쟁해결방안인 재판을 택할 수 밖에 없게됨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

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전병남, 2000)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어디

까지가 설명의무의 한계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주의의

무를 너무 확대시킴으로서 의사의 책임을 무겁게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과정에서 판단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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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배상 책임 의 한 계 (무과 실보 상 4 ) 도입 여부 )

1) 관련 법안 내용

94 정부안, 97 신한국당안이며, 99 보건복지위안은 유과실배상원칙을

채택하였고, 97 국민회의안, 01 복지부안은 유과실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무과실보상도 인정하고 있다.

표 7 . 배상책임의 한 계에 대한 법안별 내용

94 정부안 유과실배상책임 원칙

97 국민회의안 유과실배상책임 원칙 ＋ 무과실보상

97 신한국당안 유과실배상책임 원칙

99 보건복지위안 유과실배상책임 원칙

01 복지부안 유과실배상책임 원칙 ＋ 무과실보상

2) 주요 논의사항

유과실배상책임의 배상범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배상금 지급청구의 대상으로 당해 의료관계기관 자

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사고와 자동차사고 등 다른 사고가 경합하

여 다수자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기여도에 따른 배상금분

담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의료관계기관 이외의 자가 조정절차

4) 전염병예방법 제50조(국고부담경비)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동조 제54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를 규정하여

국가의 무과실보상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1995년1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가 발족되어 과실유무

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상은 ①진료비, ②정

액 간병비, ③장애인 일시보상금, ④사망자 일시보상금, ⑤장제비로 국가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신

청서를 접수한 자는 사본 1부를 보관하고 과실유무를 조사하여 시·도 지사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국립보건원장)에게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내 심의를 종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거치는 피해보상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10

건에 총 3억7천6백 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95년에 11건 보고에 4건 보상,
96년은 2건 보고에 1건 보상, 98년 8건 보고에 4건 보상, 99년은 1건 보고에 1건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종구, 최근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한

국의료법학회, 2000년 의료법령 및 의료판례연구회 연제집, 2000. 3. 107쪽∼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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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배상

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과실보상제도를 채용

한다면 보상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조자나 수입자 및 판매자로부터 갹출되

는 보상기금의 조성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석희태, 1998)고 한다.

무과실제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제도의 도입근거로서 첫째, 의료분쟁조

정법의 실효성 확보, 둘째, 의료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일응의 추정의 원칙 등 소송법적 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입법을 통한 해결,

셋째, 과실책임주의가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는 점, 넷째, 혈액관련 분쟁의 경

우 의료인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나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므로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강조된다는 점에 그 법

적, 현실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고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와 같은 의사의

책임영역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피한 의료사고는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도 여

전히 발생가능하고, 민사법상 과실책임원리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환경정책기본법(제31조), 근로기준법(제

78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분쟁에 있어서 무과실보

상은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

우로 하고, 의료행위의 결과를 유형화함으로써 보상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

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전현희, 20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무과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책임원칙을 책임귀속의 기

본으로 민법의 체계(민법 제750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나 자동차사고 등 유사한 사고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의료인이

과실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과

실보상제도를 부정하면서, 의료인이 무과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로인한 민ㆍ형사상 의료소송의 남발을 우려하는 경우라도, 국가가 환자의 후

견인을 자처하여 과실책임을 정책화하고 그 입증을 완화하는 현재의 입장을

벗어나, 과실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의료소송을 억제하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전병남, 2000)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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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형사 처벌 특례 조항

1) 관련 법안 내용

형사처벌특례조항은 모두 채택하고 있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예외항목

만 차이가 있다. 94 정부안, 97 신한국당안, 99 보건복지위안은 8개항목의

예외를, 97 국민회의안은 7개항의 예외를 두었고, 01 복지부안은 예외항목

을 두지 않고 있다.

표 8 . 형사처벌특 례조항의 법안별 내 용

94 정부안 채택(중대한 과실 8개항은 제외)
97 국민회의안 채택(중대한 과실 7개항은 제외)
97 신한국당안 채택(중대한 과실 8개항은 제외)
99 보건복지위안 채택(중대한 과실 8개항은 제외)
01 복지부안 채택(중대한 과실에 대한 예시가 없음)

동 조항 역시 의료계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을 위해 반드시 법제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1994년도 이전의 법안에서는 책임보험에 가입

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고 규정한 것에 비해 94년도 국무

회의안에서는 刑의 減免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남기도록 任意규정화 하였다.

97년도의 의원입법안에서는 예외항목(국민회의안 7개, 신한국당안 8개의 예

외항목을 둠)을 두고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종합공제

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금지(국민회의안, 신한국당안)를 규정하고, 환자

가 의료행위로 사망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국민회의안 제

36조제4항), 환자가 불가피한 의료행위로 사망시에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

면하게 하였다(신한국당안 제29조제4항).

2001년도 7월의 복지부안에서는 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당해 의료

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라고 하여 의료계의 요구가 일

부 반영되었다.

2) 주요 논의사항

형사처벌특례조항의 채택여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의료계에서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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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특례법의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시 刑의 부분적인 감

경 또는 면책특권을 요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자동차사고특례법 자체가 위헌

의 소지가 큰 법으로 개혁대상인 나쁜 선례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문

옥륜, 1995).

이에 대하여 의사라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다른 일반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경과실 뿐만 아니라 중과실

까지도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은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재량성, 밀실성, 폐쇄성)으로 인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의 규명이 곤란하

므로 교통사고와 동일한 법논리를 적용할 수 없지만, 형법상 의사에게 자유

형을 부과하면 의료인의 위축으로 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나아가 의료

인력의 축소 또는 비합리적인 공포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에 대

한 형사책임은 첫째, 의료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

일 것, 둘째,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연성

이나 고도의 개연성의 정도가 아니라 확실성의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이

상돈,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형법)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경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만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병남, 2000)고 하여 부분도입을 주장하

는 견해도 있다.

또한 형벌의 사고억제기능과 국민일반의 법적 정서에 비추어 의료관계종

사자의 과실인 경우 형벌을 전면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경과실의 경우

에 자유형은 면하되 벌금형이나 자격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석희태,

1998)고 하며 완화된 형벌부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본 조항이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사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상 과실책임을 감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

고 할 때, 어떤 의료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

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권오승, 1995)는 주장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

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책임의 면제보다도 의료과실의 판정기준을

실체법적으로 완비하여 의료인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따라서 의료분쟁의 처리에 대한 예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조형원 외 6인, 1995)라고 하면서 예측가능한 기준마

련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견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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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유형처럼 의료인이 가입

할 책임공제나 종합공제와 연결하여 해결하는 것을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여

기는 의견(전현희, 2000)이 있으며 이 방안이 위에 주장한 의견들보다 현실

성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바 . 진료 방해 및 난 동행 위 금 지

1) 관련 법안 내용

97 신한국당안 외에는 모두 채택하고 있다.

표 9 . 진료방해 및 난동 행위 금지의 법안별 내 용

94 정부안 채택
97 국민회의안 채택

97 신한국당안 삭제
99 보건복지위안 채택

01 복지부안 채택

2) 주요 논의사항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 및 난동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의료계에서 안정

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반드시 法制化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97

신한국당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채택하고 있다.

본 조항의 채택여부에 있어서 본 규정이 의료법 제12조제2항의 규정과 중

복되며 의료법 제12조제2항의 벌칙규정인 의료법 제66조에서 의료법 제12

조제2항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

다(조형원 외 6인, 1995; 전병남, 2000)

또한 굳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구제가 강

화된다면 환자측의 폭력이나 난동행위는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전현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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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제 3자 개 입금 지

1) 관련 법안 내용

97 국민회의안만 채택하고 있다.

표 10 . 제 3자개 입금지 조항의 법안 별 내용

94 정부안 삭제

97 국민회의안 채택
97 신한국당안 삭제

99 보건복지위안 삭제
01 복지부안 삭제

2) 주요 논의사항

이에 대한 논의를 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시 가족과 4촌이내의 친족

을 제외한 제3자가 개입하여 난동을 부추키고 합의를 지연시키는 등의 부작

용이 크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에서와 같이 제3자 개입조항을 명문화 해

야 한다는 주장(조병희, 1996)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단체에서는 선의의 피해

자를 도와주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면 의료인이나 환자측이 의료의 실체를 밝히는데 장애가 된

다는 것으로, 자기주장을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변할 능력이 없는 피해

자측을 곤란하게 하여 부당하다(이은영, 1994)고 한다.

아 . 공제 조합 에의 강제 가입

1) 관련 법안 내용

01 복지부안만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을 임의규정화 하고 있고 나머지

법안은 모두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다.

2) 주요 논의사항

공제회 강제가입여부는 피해배상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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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공제 조합에의 강제가 입에 대한 법안별 내용

94 정부안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을 강제규정화

97 국민회의안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을 강제규정화
97 신한국당안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을 강제규정화

99 보건복지위안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을 강제규정화
01 복지부안 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임의규정화

의미와 형사처벌특례 적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배상기금 조성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볼때, 피해배상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이 의료기관이

나 의료용구제조자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용구제조자의

책임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권오승, 1995)이며 특히,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나 의료기관 관리상의 하자

로 인한 피해분쟁의 경우 의료용구상이나 의료기관은 형사처벌특례의 유인

도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의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전현희,

2000)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공제에의 가입이 형사처벌특

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계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도 공제기금 확보에

심각한 곤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석희태, 1998)는 의견

도 있다.

또한 공제조합의 설립과 가입의무화는 민간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90년대 말 현재 민간보험시장이 활성화 되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민간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경쟁과 자율에 의한 효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공제

조합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정순임, 2000), 나아가 가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여 위헌 소지마저 있으므로 의료인이 임의적 판단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되 형사처벌특례문제와 연계하면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전현희, 2000)라고 하여 임의가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배상기금의 확보와 강제가입으로 인한 위헌의 소지 등을 없애면서 이 둘

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공제조합의 설립과 가입의무 규정을 임의규

정화 하면서 동시에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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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제조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회적인 수준에서 배상(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등

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정순임, 2000)도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입법안에서는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조합에의 가입이 강제규정

이었는데 비하여 2001년 7월 보건복지부 입법안에서는 공제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임의규정화 되고, 공제조합이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되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여 공제조합에의 강제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 . 의료 관계 기관 의 범 위문 제

1) 관련 법안 내용

01 복지부안에서는 의료관계기관에 약국이 추가되었다.

표 12 . 의료관계 기관의 법안별 내용

94 정부안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97 국민회의안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97 신한국당안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99 보건복지위안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1 복지부안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 국

※ 보건소에는 보건의료원이 포함됨.

2) 주요 논의사항

01 복지부안에서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의약분업으

로 약국의 역할이 의약분업 이전에 비하여 월등히 강화되었기에 의료관계기

관에 약국을 포함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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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국가 와 보 험자 의 구 제기 금 참 여여 부

1) 관련 법안 내용

94 정부안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나 보험자의 구제기금참여를 채택

하고 있다.

표 13 . 국가와 보험 자의 구제기금참 여여부의 법안별 내 용

94 정부안 없음
97 국민회의안 보험자를 통한 국가의 기금 참여 인정

97 신한국당안 국가出捐 인정
99 보건복지위안 보험자 또는 국가의 出捐 인정

01 복지부안 국가 또는 보험자와 분담하여 기금 참여 인정

2) 주요 논의사항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사적인 분쟁에 불과하기에 의료

사고의 성격상 제3자인 국가나 보험자에게 기금을 부감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사회보험하에서 진료를 하다가 의료과오가 발생한다는 점과 의료수

가의 결정 등 진료여건을 보험자가 조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를

대신하는 보험자의 일정한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문옥륜, 1994)라는 주

장(조형원 외 6인, 1995)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후의 입법안을 보면 97년 7월의 국민회의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보상에 한하여 국가가 보조를 하도록 하고 기금조성을 보험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27조). 또 97년 11월의 신한국당안에서는 공제조합의 운영

에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01년 7월 복지부안에서는

무과실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재원

의 1/ 2안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법안 제48조). 따라서 94 정부안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기금조

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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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배상 제도 (보 험의 종류 )

1) 관련 법안 내용

01 복지부안만 의료배상공제조합(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이나 의료배상책

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외 법안은 의료배상공제조합만을

채택하고 있다.

표 14 . 배상제도 의 법안별 내용

94 정부안 의료배상공제조합

97 국민회의안 의료배상공제조합
97 신한국당안 의료배상공제조합

99 보건복지위안 의료배상공제조합
01 복지부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2) 주요 논의사항

배상제도(보험의 종류)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재원조달방식으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1994년도 입법안 이전에 「의료분쟁조정기금」이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방식이 거론되다가 1994년도 입법안 이후로는 「공

제조합」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2001년 7월 복지부안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책임공제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하여 선택적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도입방향으로서 첫째, 의

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인 의사들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

므로 이 보험의 운용에 의료인들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결하고, 둘

째,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범위와 담보내용이 현실적으로 충분해야

하고 요율상승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며, 셋째,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은 담보된다고 하여도 이

로인한 의사의 직업적 명예훼손 등 비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이 도덕적 위험의 통제장치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리라는 전제하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

리 전부배상에 가까운 형태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호주, 1996)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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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험료는 물론 의사가 납부하겠지만 의료사고 보험료를 의료수

가에 반영하여 환자 또는 일반 국민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김정동,

1998)는 의견이 있다. 그 이유로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가 의료서비스

의 공급자인 의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산부인과 등의 의료수가는 위험이 낮은 과보다는 더 높아야 되고, 높은

수가를 받음으로써 총수입이 높아지는 산부인과 등의 의사는 그에 상응하는

비싼 의료사고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율체계에 있어서는 사고

경험정도에 따른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경험요율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경제적 손

실이 의사의 손해방지 노력에 대한 동기를 충분히 부여한다고 보기 때문이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정하고 있

는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 즉, ①병원규모: 병상수 등 ②진료과

목의 분포: 진료과목별 의료진(전문의, 레지던트, 간호사 등) ③환자의 수: 외

래 및 입원 ④수술 및 분만 횟수 ⑤과거(3- 5년간)의 사고내역 및 보상금 규

모 ⑥보상한도액: 병원규모, 환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이인영,

2000).

보험시장의 구조문제로는 의료사고보험의 운영은 일반 보험회사와 의료사

고보험만을 취급하는 소수의 보험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경쟁을 극대화시켜

야 하며, 대부분의 의료분쟁조정법안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보험

시장을 독점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제도이므로 정부나 의사협회

가 보험시장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의료사고보험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닌 여

러 공급자 중의 하나로 존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정동,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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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료 분쟁조 정법 제정시 기대효 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환자측, 병원계, 민간보험계,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환자측에서는 동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최장기간으로 잡아도 90일이

내5)에 분쟁 접수에서 결정까지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

고 실제적인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자동차 보험과 같이 손해보험

사에 배상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측의 난동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부재 때

문에 특별법의 제정까지도 주장하여 왔으므로 동법의 제정(환자측의 난동이

나 소란행위 금지)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게 되고, 또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갑작스런, 거액배상이 예견되는 사건 발생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위험부담이 분산된다. 따라서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된다면 이에 대비하여 대형병원에서는 의

료분쟁처리 전담부서6)를 두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원이나 중소병원은 기존

의 의협공제회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협공제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보험사들은 2001. 10월 현재 병원협회와 의료배상보험 단체계약을

맺고 있으며, 제휴 손해보험사로는 주간사인 삼성화재(지분율 50%), 부간사

5) 분쟁해결기간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1심판결에 평균 933일이 소요되고, 2심판결

은 평균 464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대한병원협회, 병원 및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 관련 홍보자료, 2001. 10. 4쪽

6)「대형병원 의료분쟁 매년 30여건…부서 신설 인원보강 등 분주」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 91년 신설한 법무계를 3년전 법무팀으로 승격, 3명의 전담

직원을 두고 법률고문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의료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주

대병원은 병원내 QI팀에 법무팀을 따로 설치해 놓고 있으며, 삼성의료원과 서울중앙병

원, 경희의료원 등의 대형병원도 법무담당 직원을 두고 의료분쟁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

다. 지방은 전남대병원이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법무팀

운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 기자. 2001. 10. 23. 데일리메디.
(http :/ / www .dailymedi.com/ cgi- bin/ search_view .cgi?id=11675&keyword=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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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대해상(지분율 35%), 참여사인 LG화재(지분율 15%)이다. 앞으로 동법

이 시행되어 의료배상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면 민간 보험시장은 급팽창하

게 되어 보험업계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사회일반적인 기대효과로는 동법 시행으로 사회일반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과 소송에 비하여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이 들

지 않는다는 점,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 무과실보상제도를 채

택하여 기금을 조성할 때 국가보조가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효과가 동법 시행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많은 시행

착오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기준과 보험요율의 적정 한

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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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의 검토

1 . 입 법방향 의 기 본 이념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의료행위도

예의는 아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더구나 의

료사고의 경우엔 의료행위의 특성상 사고원인을 밝혀내기가 무척 어렵기 때

문에 환자와 의사간에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전 국민 의료

보험실시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환자들의 권

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정보매체들은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분쟁화되지 않

았던 경우까지도 분쟁화 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의료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

고 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외에 조정제도로서 의료법상의 의

료심사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 공제사업,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전문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있고

조정 결과에 강제성이 없으며 보상한도액도 낮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는

관계로 의료분쟁 해결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 결국 의료사고로 피해를 받은

환자들은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은 과실 입증

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

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인 환자측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분쟁조정기관의 도입이 필요하

였고, 그 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

정법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과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

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들의 의업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진료환

경을 조성하는데 기본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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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체적 인 입 법내용

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구로 하

면 私人간의 분쟁해결에 국가가 개입하여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기구로서 비

춰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시 일반인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사라진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특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정전치주의 채택여부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으로 조정

전치주의 도입론과 불필요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실 조정전치주의의 문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여하에 따라 그 의미를 갖게 될 사안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정착이 된다면 의료사고

시 분쟁당사자는 소송으로 가기전에 신속성7)과 편리성에 앞서는 조정위원회

의 문을 먼저 두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논문에서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분쟁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

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조정전치주의 불채택으로 인한 강제성의 결여다. 의

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문제는 이

미 많은 논문에서 그 문제점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특히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

며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증거원용 허용 문제에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소송단계

에서 증거로 원용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제출된 증거가

7) 대부분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안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접수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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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원용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특히 의료인들은 조정단계를 사법판

결의 전단계로만 인식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증거제출이나 진

술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조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정제도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공

정성이 그 기초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또한 환자측은 조정단계를 단순히

소송을 위한 전단계로서 증거수집절차로만 인식하게 되어 의료인들은 조정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조정전치주의와 함께 의료분

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제 역할을 하기위한 전제조건은 분쟁조정위원

회의 공정성이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이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법안의 변천과정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업무분장, 관할, 기구의 상

설화 문제, 운영비 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위상에 직ㆍ간접으로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법

에 규정을 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를 검토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제3장의 해결방안 제시내용을 보면 전담상설조직을 운

영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특히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

어서 구성원 안배에 많은 논란이 있다. 조정위원에 의사가 많이 포함되면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법조인을 많이 포함시키면 사실상

민사소송의 1심역할을 할 것이므로 조정보다는 법리다툼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화해와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을 하자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그러

나 실제로 조정이 되려면 전문가(의사)의 조사에 의한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법조인)이 있어야 한다. 조정이 안되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법관에 의한 판결이 있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검토와 판단은 조정단계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래야만 분쟁당사자들

도 조정결정을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어 의사, 법률가, 의사나 법률

가가 아닌 공익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야 할 것이다. 그 안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조정부를 구성할때는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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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조정부를 10여개 정도로 상설구성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분쟁조정국 의료팀

에서 의료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10년 경력의 간호사 출신이다. 이

들이 조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현

장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가지고

있다.

제 3자 개입허 용 및 진료방해 금지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는

소명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각자의

주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단 이때 제3자의 개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

여 허용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난동이나 진료방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측의 폭력적 해결이나 이에

편승한 제3자의 개입을 철저히 억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피해범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위반 의 명시적 규정과 관련하여 실제 소송

에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위자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설명의무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배

상의 범위에 설명의무위반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환자측에

서 주장하는 경우 조정과정에서 배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사 고시 국가의 무과실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은 본

질상 私人간의 분쟁이기에 사법부 외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요양기관 지정과 의

료보험의 수가 등을 모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체계는 국

가의 통제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에 의사의 환자진료 거부권은 없으며, 의

료법상의 의료기관은 국가가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기 전에는 요양기관으로서

의 지정 거부를 할 수 없다. 즉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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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있어서 진료상의 의무만 있지 거부권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

사가 진료하다가 무과실,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모두 의료

기관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라는 것은 의사의 경제적 자유권를 지나치게 침해

하는 것이다. 국가가 의료체계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무과실이나 불

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저

수가 정책으로 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해왔고, 그러한 정책하에서 의사나 의료

기관이 의료사고와 같은 위험비용에 대비한 재정을 적립할 수 있는 수단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있어야 하며, 따라

서 무과실사고의 경우에 국가의 위험부담 분담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의료

계의 희생하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게 무과실사고라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사배상책임 보험의 도입과 형사처벌특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사

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하에 피해배상을 하게된다. 과실책임

배상이라는 원칙하에 논의되고 있는 배상제도(보험제도)로는 공제조합과 의

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의료법상의 공제회는 많은 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의사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임의가입 제도이고 배상한도액

도 적어서 위험분산기능이 떨어진다. 공제회가 배상제도로서 자리잡으려면

위험분산기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와 연계되어야 할 것

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위험분산기능이 뛰어난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측의 피해배상요구를 충족시키고 의사들이 지닌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의사의 환자진료라는 행위자체가 신체에 대한 침습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 고의나 명백한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상의 특

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배상제도와 연계시킴으로써 의료계가 원하

는 의업권의 보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

정역할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의사로서는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 위험이 분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됨으

로써 안정적인 진료와 함께 의학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료를 시도할 수 있고,

환자측으로서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피해에 대한 배상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제기와 폭력적인 해결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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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고

이 경우에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원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위험분산기능의 확보와 의업권의 강력한 보장이라는 측면, 공제조합에의 강

제가입과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한편으로 독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보험시장의 활성화라는 시장경제적 시각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처럼 의료인들을 의사배상책임배상보험에 강제 가입케 하여 배상기금

을 확보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여 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

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에 분쟁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조정의 기준이나 자

료는 조정부별로 사례별로 매년 정리하여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손명세, 1999).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이므로 의료법

에서 삭제하여 의료분쟁 조정기구를 단일화하며,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한

국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은 의료분쟁을 소비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도에 불

과하므로,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분쟁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의사의 의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소비자의 입

장에서도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가능한 제도로서 명실상부한

의료분쟁조정 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3 . 새로이 포함 되어야 할 입 법내용

법안에 새로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조정결정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

의 한도(액)를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는 책임제한 규정을 의료분

쟁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장차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으

로 지불해야될 배상금이 증가할 때 손해보험사로서는 지출되는 배상금의 증

가로 재정적자 상태에 빠질 경우 운영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보험료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고 피보험자인 의료인들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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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험료로 인하여 재정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은 손해배

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발전을 도

모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 밖의 책임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법 제746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와 제747조(책임의 한도액)를 들 수 있다8) . 이러한 책임제한 규정을 둠으로

써 보험제도가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도 보험재정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의 다툼이 극한으로 대립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완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물적 손해담보 책임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을 인적 손해담보 책임이

주가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도입할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제한 규정의 도입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내에 모든 의료기관이 편입된 상태에서 요양기관의 지정, 의료

수가 결정 등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보험제도가 아니고서는

고액배상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의료계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현행 헌법상

보장된 사회ㆍ경제적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동시에 과실책임 발생시 무한

책임을 지니게 되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 책임제한 규정

을 두고 보험(의사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자는 이를 원용할 수 있게 함

으로써, 피해자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계는 안정적인 진료환

경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시 손해배상액(최고액)을 일정액으로 한정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겠다. 참고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의료사고 발생

8) 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예외없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일정금액으로 제한

되고 있다. 예컨대 운송하는 화물이 수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경우 운송회사의 과실

로 전손(total loss )이 발생하였을 때 수천 수백만 달러를 운송회사로 하여금 배상케

한다면 그 운송회사는 망할 것이고, 이를 두려워하여 어느 누구도 운송업을 하지 않

을 것이며, 그리되면 운송수단이 없어져 결국 경제마비가 올 것이다. 또한 어떤 누

군가 운송업을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높아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임을 매우 높게

책정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所

以가 있는 것이다. 임석민, 선하증권론. 도서출판 두남, 2000. 7. 277쪽

- 64 -



의 경우 배상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예9)도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미가 가해자에 대한 懲罰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상액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배상

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상액을 일정부분 제

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 어

쨌든 우리도 의료사고의 경우 배상액이 점차 고액화 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

할 때 정책적인 면을 고려, 배상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책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9) James C. Mohr , PhD. America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n Historical
Per spective, JAMA, April 5, 2000 ; 2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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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선언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에 의하여 진료거부가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 의하여 의료법상

의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의료보험체계내에 편입되도록 강제되어 있다. 이는 결국 국가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분쟁은 어디까지나 私人간의 사적인 분쟁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은 의

료인의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의료인은 최소한 분쟁을 회피(진료거부의 금지)

하거나 분쟁발생시 이에 대비하여 위험부담금을 조성(요양기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의료가격을 통제받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는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공공복리라는 원칙에 따라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며 위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급부나 보상체계를 해 주어야 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의 의업권이 보장되면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입

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주도의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기구로 하

며, 조정위원은 의사, 법조인, 공익대표로 구성하되, 조정부는 진료과목에 맞

게 10여개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을 활성화시키고,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민

사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는 것을 제한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하고, 피해범위에서 설명의무위반을 배제하며,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사고

발생시 국가가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무과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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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예컨대 인가된 소비자 단체)하에 제3자개입을 허용하여 신속하고 합리

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제3자개입 허용이 환자

측의 난동행위를 부추키는 폭력적인 해결을 금하고 비폭력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여 폭

력에 의한 해결을 철저히 억제하고,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되 형사처벌

특례조항과 연계하여 의업권을 보장할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가능하

도록 한다. 책임제한 제도를 도입,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심사조정위원

회는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 조정역할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목적하에 제정된 것이므로, 의

료분쟁조정법과는 차별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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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대한 의사협 회 의료 분쟁조 정법 추진 경 과

- 1994년 11월 이 후

* 1994 . 11. 의료 분쟁 조정 법 (안 )에 대한 의협 요구 안 제 출

의 협 안

1. 제26조 (진료방해등 금지)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할 수 있다 (안 제31조).

2. 의사등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

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료행위가 중대한 의료과실에 기인하여 환자가 사상에 이

른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 제32조 제1항, 제2항)

3. 의사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도 중대한 과실

이 없고 의료행위가 불가피한 때에는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안 제32조)

* 1995 . 10 . 30 . 의료 분쟁 조정 법 (안 )에 대한 청원 서 제 출

정 부 안 의 협 청 원 서 안

안 제32조 의사등의 의료행위로 인하

여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고 의사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

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할 수 있다.

안 제32조는 당사자의 합의를 중시하

여 반의사불벌죄로 하되 일정의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995 . 12 . 4 . 제 1차 법 (안 ) 심 사소 위원 회 개 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협, 병협 공동의견 제시

1. 형사처벌의 특례인정(안 제32조)

2. 난동행위 규제 및 제3자 개입금지 규정 보완(안 제31조)

3. 무과실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자기금 조성 및 의료보험수가상

위험부담금 산정근거 명시(안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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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의 의무 삭제(안 제2조 제6호)

* 1995 . 12 . 6 . 제 1차 보건 복지 위원 회 수 정안 에 대 한 의 협 의 견제 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의 협

안 제2조 (배상책임) 의료관계종사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피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안 제29조(진료 방해 금지)
제2항 누구든지 의료분쟁을 사유로 공

제 조합에 가입한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진료를 방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 환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는 경우-이하 생략

제2조 제2항 국가의 의무 추가(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 사

고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29조(진료 방해 금지)
공제조합에 가입한 삭제

기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자

단체의 기금 참여 및 위험 부담료 산정

근거규정 미반영시 수용 불가

* 1995 . 12 . 11 . 제 2차 법 (안 )심사 소위 원회 개최

* 제 2차 보 건복 지위 원회 수정 (안 ) 제시 및 의 료계 제출 안

정 부 안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안 의 료 계 안

가. 진료방해 등에 대한

금지(안 제26조)
나. 의사등이 중대한 과

실없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한다(안 제

32조)

가. 진료 방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나.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특례규정 신설

다. 진술전 선서 및 허위

진술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라. 분쟁 조정을 위한 대

리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

마. 의료 사고시의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

가. 제3자 개입금지(신설)
나. 의료행위의 범위에서

설명의무 제외(제2조 제6
호)
다. 의료사고 진료비에

대한 의료보험자의 구상

권 제한(신설)
라. 원인 불명등의 무과

실에 대한 의료 피해 구

제 배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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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12 . 12 . 제 2차 보 건복 지위 원회 수정 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의료계의 기본입장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5개사항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될 경우 적

극 수용

2. 기타 사항 - 형사 처벌의 특례 적용 예외조항 중 일부 수정

3.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서 설명의무 삭제

4. 의료사고 진료비에 대한 의료보험자의 구상권제한 규정은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루어 질 경우 철회

* 1995 . 12 . 13 . 의료 분쟁 조정 법 무과 실 의 료사 고 피 해 구 제 기 금

조성 및 위 험 부 담금 산정 에 대 한 시 도의 의견 조회 실시

- 총 11개 시도 중 찬성 5, 반대 5, 유보 1

* 1995 . 12 . 14 . 긴급 시 , 도 의사 회장 회의 개최

- 시도의견조회결과 재확인(찬성2, 반대4)

* 의협 최종 의견 제출 (수용 불가 )

* 1995 . 12 . 15 . 보건 복지 부 수 정안 제시

- 제24조 제5항 신설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995 . 12 . 15 . 전체 이사 회 개 최 (수 용반 대 결 정 )

* 1996 . 3 . 보 건복 지부 재입 법 추 진

* 1996 . 9 . 25 . 의 료분 쟁조 정법 (안 ) 입법 예고

* 1996 . 9 . 25 . 시 , 도 의 사회 의견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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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10 . 14 . 보건 복지 부 입 법 예 고 (안 )에 대한 의협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입법예고(안) 의 협 의 견 비 고

제1조(목적) - - 손해배상

의 보장과- -
제1조(목적) - - 손해배상

및 보상의 보장과- -
의료분쟁의 주 요인인 불

가항력적인 피해도 보상

해야 한다

제2조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획일적 규정
설명의무의 제한

제3조(배상책임) 의료관

계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

실

제3조(배상 및 보상책임)
의료관계종사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규정.
국가의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제12조 제4항 제3자 금지

규정 신설

책임의 범위

의료분쟁의 장기화, 조직

화, 폭력화 배제

제28조 의료피해구제기금

신설

제31조 제5항 재심청구

* 1997 . 7 . 5 . 국민 회의 김병 태 의 원 의 원입 법 (안 ) 제 출

* 1997 . 11. 4 . 한 나라 당 정 의화 의원 의원 입법 (안 ) 제출

* 1998 . 6 . 8 . 의 료분 쟁조 정법 에 관한 의료 계의 입 장 (법무 부장 관 요

구 자 료 ) 법무 부 제 출

1. 조정전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 형사처벌의 특례인정

3. 불가항력 또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

4.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난동행위 및 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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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7 . 28 . 제 1, 2차 보 건복 지위 원회 수정 안 및 의협 안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의 협

제24조 의료배상공제조

합규정 첨가

제24조의료배상공제조

합신설규정 첨가 및

제24조 제5항 공제조합

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

닌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첨가

제24조 의료배상공제조합

신설규정 수용반대

*의협이사회 수정요구사항

조합원 아닌자 를 조합원

이 아닌자(보험자단체 등)
로 수정

* 1998 . 9 . 4 . 보건 복지 부 의 료분 쟁 조 정법 (안 ) 입법 예고

* 1998 . 9 . 24 . 의 료분 쟁조 정법 (안 ) 입법 예고 의협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안) 김병태(안) 정의화의원(안) 의협(안)
조정전치주의 ○ ○ ○ ○

형사처벌특례 ○ ○ ○ ○

불 가 항 력 적

의 료 사 고 등 에

대한 국가, 보

험자단체 보

상 책 임 근 거

신설

× ○ × ○

의료보험 위

험부담료 산

정

× ○ × ○

공제조합 국

가보조 근거

신설

× ○ ○ ○

난동행위 가

중처벌 근거

신설

× ○ × ○

제 3 자 개 입 금

지 근거신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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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11. 5 의료 분쟁 조정 법 제정 을 위한 공 청회 (주최 YM CA 시

민중 개실 )

의료계입장

1. 조정전치주의채택

의료분쟁의 조정을 위한 전문성, 공정성, 능률성, 신속성, 경제성, 당사자

이용의 편의성, 원만성, 완결성, 양보가능성 확보

2. 조정내용의 확대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내용을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무상치료』,

『사과』 또는 『사과광고』등도 포함.

3. 의료인의 진료기록의 보존·제출의무 신설

4.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

5. 형사처벌특례인정

의료행위의 선의성을 고려하고 과잉진료, 의료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진

료과목 지원기피현상, 의료인의 조기은퇴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

과실에 대하여는 신체형을 면제하고 벌금형과 자격형 부과

* 1999 . 7 . 3 1. 제 1차 의료 분쟁 조정 법 입 법추 진대 책 특 별위 원회

* 1999 . 12 . 3 . 의료 분쟁 조정 법에 대 한 의 협 의견 서 제출 (법 사위 건

의문 )

-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도입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신분보호, 그리고 국가와 보험자단체의 재정참여

* 2000 . 2 . 9 . 의료 분쟁 조정 법 (안 )에 대한 의협 입장

1. 조정전치제도

2.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인정

3. 불가항력적 또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또는 보험자

단체의 보상책임 근거명시

4. 국가 또는 보험자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참여근거 신설

5.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등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신설

6. 제3자의 의료분쟁개입행위 금지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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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8 . 26 . 의 료분 쟁조 정법 정부 안에 대한 의협 의견

보 건 복 지 부 안 의 협 안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시도지부 설치를 임의화함(안

제3조, 제4조).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

는 자, 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함(안 제5조).

3. 의료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

회에 조정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

되는 조정부를 둠(안 제7조).

4.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

히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

함(안 제14조).

5. 당사자 쌍방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

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인 당사자가 배

상금을 완납받은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5조).

6.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등으로 하

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

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의

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

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안 제

29조).

1. 의료분쟁조정법의 명칭을 의료·약화

분쟁조정법으로 수정하고 적용대상에

약화분쟁을 포함시킴(안 제1조).

2. 용어의 수정(안 제2조)

◇ 의료관계종사자 → 보건의료관계

종사자(약사추가)

◇ 의료관계기관 → 보건의료관계

기관(약국추가)

◇ 약화사고·약화분쟁·약화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의 신설

3. 보건의료관계종사자, 혈액원에 종사하

는 자, 의료용구 제조업자·수입업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과실행위

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약화사고에 대

한 배상책임 근거 신설(안 제3조 제1

항).

4. 불가항력적·원인규명불가 의료·약

화사고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근거 신

설(안 제3조 제2항).

5. 분쟁조정대상에 약화사고를 포함함

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의료약화분쟁

조정위원회 로 수정하고 중앙조정위원

회와 지방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6.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의

관장업무를 구분함(안 제5조).

7. 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50인 → 60

인으로 조정하고 조정위원에 약사대표

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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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안 의 협 안

7. 의료관계종사자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

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

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8.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관계종사자

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

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

하고 의료관계종사자에게 중대한 과

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

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제4

항 ).

8. 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이 아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구로 둠으로

써 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신분을 공무

원으로 제한하고 조사관은 시도 소속

또는 당해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9. 분쟁조정신청은 보건의료관계기관·

혈액원·의료용구제조·수업자·의약

품제조·수입업자 사무소 소재지를 관

할로 정함(안 제13조).

10. 의료·약화분쟁의 당사자 또는 대리

인 이외의 제3자의 분쟁조정개입을 금

지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제4항).

11. 분쟁조정대상의 확대로 약사와 의약

품 제조업자, 수입업자를 배상금 지급

청구대상에 포함함(안 제25조).

12. 의료약화배상공제조합의 설립주체에

의료기사단체와 약사회를 추가하고 공

제조합설립을 임의규정화 함(안 제30

조).

13.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관계종

사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

한 보건의료관계종사자를 공제조합 가

입대상으로 정함(안 제1조).

14. 국가가 의료보험수가의 1000분의 20

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약화

배상책임위험부담금으로 게상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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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안 의 협 안

15. 국가가 공제조합에 대한 재정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2조).

16. 불가항력적·원인규명불가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의료피해구제기금 설

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33조).

17. 의약품의 결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배상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수입

업자로 하여금 약화피해구제기금을 설

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법인으로 함(안

제34조).

18. 의료용구의 결함으로 인한 의료사고

배상을 위하여 의료용구제조·수입업

자로 하여금 의료용구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법인으로 함

(안 제34조).

19. 보건의료관계인·보건의료관계기관

에 대한 폭력행위등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규정 및 제3자 개입 금지 벌칙 신

설(안 제41조).

20. 예방접종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

염병예방법에서 보상하도록 근거규정

신설(안 부칙 제5조).

* 2000 . 11월 현재 의협 최종 요구 안

1. 의사신분보장제도 도입

2. 불가항력적,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국가 및 보험자단

체의 기금출연 근거 신설

의료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원인규

명이 어려운 의료사고를 현행과 같이 환자 또는 의료인의 개인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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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의료분쟁의 장기화, 폭력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적 또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료

사고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고의 국

가 보상책임 근거를 신설하여야 한다.

3. 의료인, 의료기관 폭력행위 규제근거 신설

보건의료관계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

상하거나 보건의료관계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자와 이를 교

사·방조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4. 의료분쟁조정법 조기 입법화 난점시 의협공제회 활성화 방안 및 사보험

과의 연계방안 추진.

5. 형사처벌특례 인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의료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료인의 신분보장문제인 형사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올바른 진

료권확립을 위해서는 의사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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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

His tory of m edical di spute res olution in the recent 10 y ears

and the propos al of a leg is lativ e direction

bas ed on this hi s tory (1988- 200 1)

Kang - Yun Lim, M .D.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yung Sei Shon M .D., Ph .D.)

T 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legislat ion for the reasonable resolution of malpractices .

T he present study w as performed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degree theses and the medical dispute arbitrary law since 1988 are

review ed in chapter s 3 and 4. T he direction of legislation based on the

terms of settlement of the medical disputes is reviewed in chapter 5, and

the conclusions are drawn in chapter 6.

In chapter 3,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s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and solutions are sorted out based on 15 theses that examined

resolution processes of medical disputes . T he problem s of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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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stem s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are as following : failure in the

physicians ' liability insurance system, ineffectiveness of the mutual aid

committee und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 and the name sake

existence of the medical dispute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medical law . T he proposed measure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include

the reintroduction of the physicians ' liability insurance, securing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utual aid committee und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 activation of the medical dispute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uti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

introduction of no- fault compens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malpractice

compensation fund, introduction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introduction of the expert evalu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a court

specializing medical disputes, and use of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In chapter 4, the progress of pur suing legislation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s summarized and the history of each agenda in the law and

items of discussion are review ed. As for the history of proposals, this

paper review s a proposal by the government in 1994, a proposal by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in 1997, a proposal by the National

Assembly ' 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n 1999, and a proposal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1. T he main item s of

consideration in the present study are establish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 the no- fault liability sy stem , a speci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 the prevention of interference of medical practice, the

prevention of the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 the compulsory enro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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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mutual aid insurance, whether the government and insurers w ould

choose to participate in a relief fund, the issu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composition ,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hoose a private or

mutual aid insurance sy stem , whether to include the violation of the

doctor ' s duty to explain the patient conditions to a patient in the range

of damage compensation , and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medicine

related facilities .

T he direction of legislation based on the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is discussed in chapter 5, and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view are made in chapter 6.

T he medical dispute arbitrat ion law has to be legislated in a realistic

direction where the right to practice medicine by the supplier s, i.e .,

doctor s, have to be guaranteed and at the same time, complaint s by the

consumer s, i.e., patient s, can be actually resolved. In other words, a

medical dispute arbitrat ion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special

public company lead by private cit izens, with the arbitration committee as

a permanently established organization . T he members of this committee

should include doctors, lawyers , and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nd the

arbitration departments should include divisions to represent 10 medical

departments. In addition, procedures within the arbitration departments

should be based on actual investigations and judgement . Arbitration should

be made compulsory so that each medical dispute w ould be arbitrated

before going to the court . T he use of the evidences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committee in civil suit s should be limited. Physicians should

not be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hy sician ' s duty to expla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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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conditions to a patient . T 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compensatory fund for those non - fault accidents that occurred beyond

anybody ' s control. It should also allow the participation of a third party

to expedite reasonable resolutions of medical disputes . While the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should be allowed, those causing disturbance

at a medical facility should be punished severely . A s for the sy stem of

compensation , the physicians '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introduced, but

at the introduction , the doctor s ' right to practice medicine should be

protected related with the special it em of criminal punishment .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medicine is incorporated within the

social insurance sy stem , a maximum limit should be set for the amount

of liability . T he current medical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defined

in the medical law needs to be annulled, and by amending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 the consumers ' righ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nd the physicians ' right to practice medicine should be protected as

well.

K ey w ords : Medical dispute, Phy sicians '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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