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가. 개요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i) 수진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의 증가, (ii)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

고로 인한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iii) 의료의 상업화 등으로 인한 의사-환자 간 신

뢰 상실, (iv)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전가 성향, (v) 의

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vi) 의사와 환자 간 소통상의 문제점,75) (vii) 의료

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제시된다.76) 

한편, 의료분쟁 증가 요인을 환경적 요인, 의사 측 요인, 환자 측 요인, 제도적 요인

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i) 첫째, 환경적 요인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서비스 증가,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의 증대,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대중화, 인술 시혜자에서 서비스 제공자 내지 의료서비스계약의 당사자로

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 변화 등이 있다. (ii) 둘째, 의사 측 요인으로는 의사 수 급증에 

따른 자질 저하,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영리화에 따른 부작용 등이 있다. (iii) 셋째, 환

자 측 요인으로는 의료채무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환자의 권리의식 증대 등이 있

다. (iv) 넷째, 제도적 요인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제도의 결여 등

75) 환자 측은 의사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의사는 방어적이고 책임회
피적인 발언으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지는 상황임

76) 최정필(2017), pp.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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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의료분쟁 발생과 해결 수단

 

이 있다.77)

요컨대, 의료분쟁의 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확대 및 상업화

와 그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 변화 및 신뢰 하락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에 더하여 분쟁해결시스템 및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확대 및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 확대는 (i)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 및 과잉 진

료행위를 양산하며, (ii) 의료비는 물론이고 기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iii)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문과목 선택 기피로 인해 전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

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78)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 분쟁은 (i)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ii)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

비자원의 분쟁조정, (iii)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

원’이라 함)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2017년 사건 처리 현황을 비교해 보

면, 의료중재원(조정･중재신청 건수 2,225건), 민사소송(1심 본안사건 접수 건수 955

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조정신청 건수 412건) 순서로 이용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한편, (iv) 민사 분쟁과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77) 정홍주 외(2012), p. 12

78) 최정필(2017),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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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해결 수단이다. 의료과오

소송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연간 1천  

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판결 선고에 의해 종료되기도 하지만, 

분쟁 중 재판상 화해79)나 조정80)이 이루어져 종결되기도 한다. 

1989년 69건에 불과하던 의료과오 민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900건을 넘어섰으며, 그 후 매년 1,000건 안팎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설립 및 활성화된 이후81)에는 법원 접수 사건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1심 

본안사건 중 약 58%에 대해서는 판결이 선고되며, 약 40%는 소취하, 조정, 화해, 기타 

등 합의와 유사한 형태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9) 재판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서 상호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종결짓는 것으로서, 

소송 계속 전에 이루어지는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와 소송계속 중에 이
루어지는 소송상 화해(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2조)가 있음. 제소전화해 및 소송상 화해
의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제
220조). 다만 제소전화해의 경우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합의에 가까움. 실제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 법원의 역할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한 공증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이시윤(2014), p. 580) 

80)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조정이 있
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및 의료중재원의 조정과는 별개의 제도임

8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9일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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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년
접수

처리

항소
합계

각
하
명
령

판결
소

취하
(간주)

조정 화해 인낙 기타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각하

1989 69 42 - 11 20 2 1 4 - 2 - 2 8

1990 84 68 - 21 22 3 2 12 - 7 - 1 4

1991 128 88 2 18 40 14 - 12 - 1 - 1 12

1992 75 81 1 8 37 12 - 16 - 4 - 3 15

1993 179 137 - 27 59 12 - 28 - 8 - 3 9

1994 208 163 - 36 41 38 - 26 - 10 - 12 22

1995 179 115 2 13 35 32 2 19 6 3 - 3 25

1996 290 229 6 36 54 34 1 40 36 10 2 10 51

1997 399 303 3 36 75 67 3 57 31 13 - 18 73

1998 542 475 4 84 123 98 3 70 59 16 1 17 74

1999 508 396 2 29 112 70 4 50 82 11 - 35 104

2000 519 361 3 29 106 86 - 47 62 8 - 20 115

2001 666 585 16 35 143 80 5 58 182 5 - 61 150

2002 671 792 2 10 109 103 6 62 137 11 1 51 167

2003 755 735 4 39 168 184 1 66 119 52 1 1 267

2004 802 755 5 8 178 195 3 58 146 69 - 93 273

2005 867 772 4 6 182 166 1 54 183 85 - 91 239

2006 979 749 3 9 191 170 2 75 140 82 - 77 243

2007 766 932 2 5 223 240 2 72 160 132 - 96 280

2008 748 894 1 8 218 219 5 47 133 176 - 1 302

2009 911 780 6 6 199 195 6 58 128 103 - 79 272

2010 871 782 4 7 196 171 6 59 140 106 - 93 260

2011 876 881 4 8 244 213 3 54 115 135 - 105 314

2012 1,009 922 3 8 272 221 5 70 105 126 112 332

2013 1,101 944 6 6 282 238 2 48 123 136 103 371

2014 946 960 11 14 287 265 6 64 92 108 113 403

2015 963 951 3 13 261 279 5 58 92 147 93 406

2016 970 943 20 6 283 239 5 64 94 138 94 339

2017 955 900 7 11 259 244 7 57 89 112 114 295

2018 959  815 8 7 252 223 2 48 80 95 - 100 139

<표 Ⅲ-1>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 1심 본안사건 현황
(단위: 건)

주: 음영 부분은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임
자료: 1) 1989~2011년 자료: 최정필(2017), p. 25

2) 2012~2016년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2017), p. 444

3) 2017년 자료: 법원행정처(2018) p. 746

4) 2018년 자료: 법원행정처(2019) pp. 76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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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 전부 승소 사건은 2% 내외,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은 50% 내외, 원고 전부 패소 사건은 47%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사건 중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거나, 화해, 조정, 인낙 등에 의해 원고 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비율(이하 ‘인용률’이라 함)은 손해배상소송 

전체82) 인용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83) 따라서 ‘의료사건의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해 인용률이 낮다’는 인식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의료과실사고 중 2~14% 만이 배상청구로 이어지고, 

청구된 사건 중 의미 없는 사건이 75%에 이른다는 점과는 대조를 이룬다.84)

구분 처리 건수 인용 건수 비율(%)

1989 42 33 78.5

1990 68 50 73.5

1991 88 59 67.0

1992 81 49 60.4

1993 137 94 68.8

1994 163 87 53.3

1995 115 57 49.5

1996 229 138 60.2

<표 Ⅲ-2>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 청구인용 현황
(단위: 건)

82) 손해배상소송은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 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 건설건축, 

언론, 기타로 구성됨

83) 2017년의 경우 의료과오소송의 인용률은 52.3%이고, 손해배상사건 전체의 인용률은 49.9%

임(법원행정처(2018), p. 746), 2016년의 경우 의료과오소송 인용률은 55.2%이고 손해배상
사건 전체 인용률은 56.2%임(법원행정처(2017), p. 754)

이와 관련하여, 민사 1심 본안청구 인용 비율이 83.9%(합의부 사건 60.6%)인데 비해 의료
과오 사건의 인용률은 56.5%로 다소 낮다는 분석도 가능하나(신현호(2010), p. 11 기재 도
표 참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매매대금 청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같
이 청구원인이나 요건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과오 사건 인용률과 일반 민사사건 인용률 전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의료과오 사건 
인용률과 불법행위 사건 인용률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됨. 신현호(2010)도 
“의료소송에서의 환자승소율이 다음 [도표 2]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훨
씬 높다는 것이다. 민사 1심 본안 합의사건 인용률이 63.6%인 데 반하여, 의료소송사건의 
평균인용률은 59.4%에 이르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84) 정홍주 외(2012),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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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계속

구분 처리 건수 인용 건수 비율(%)

1997 303 155 51.1

1998 475 283 59.5

1999 396 234 59.0

2000 361 205 56.8

2001 585 365 62.4

2002 792 268 54.5

2003 735 379 51.6

2004 755 401 53.1

2005 772 456 59.1

2006 749 422 56.3

2007 932 520 55.7

2008 894 535 59.8

2009 780 436 55.8

2010 782 449 57.4

2011 881 502 56.9

2012 922 511 55.4

2013 944 547 57.8

2014 960 501 52.1

2015 951 513 53.9

2016 943 521 55.2

2017 900 471 52.3

2018 815 434 53.3

주: 인용 건수는 원고 전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조정,  화해, 인낙의 합계임 
자료: 1) 1989~2015년 자료: 최정필(2017), p. 25

         2) 2016~2018년 자료: 법원행정처(2017), p. 754; 법원행정처(2018), p. 746; 법원행정처(2019), p. 762

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쟁조정으로, 분쟁조

정의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85) 환자도 의료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는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

85) 소비자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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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이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한국소비자

원이 의료배상책임 관련 소송 외 분쟁 해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중재원과 기능이 중복되어 

양 기관 관계 및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구분 합계

합의
조정
신청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정보
제공

상담
기타배상 환급

계약
해제

계약
이행

교환 소계

2014
1,024

(100.0)

142

(13.9)

62

(6.1)

2

(0.2)

1

(0.1)

1

(0.1)

208

(20.3)

677

(66.1)

68

(6.6)

71

(6.9)

2015
863

(100.0)

75

(8.7)

48

(5.6)

1

(0.1)

2

(0.2)
-

126

(14.6)

662

(76.7)

31

(3.6)

44

(5.1)

2016
762

(100.0)

187

(24.5)

50

(6.6)
-

1

(0.1)
-

238

(31.2)

405

(53.1)

41

(5.4)

78

(10.2)

2017
741

(100.0)

159

(21.5)

68

(9.2)
- - -

227

(30.7)

412

(55.6)

40

(5.4)

62

(8.3)

2018
812

(100.0)

203

(25.0)

94

(11.6)
-

1

(0.1)
-

298

(36.7)

377

(46.4)

59

(7.3)

78

(9.6)
-

계
4,202

(100.0) 

766

(18.2)

322

(7.7)

3

(0.1)

5

(0.1)

1

(0.02)

1,097

(26.1)

2,533

(60.3)

239

(5.7)

333

(7.9)

<표 Ⅲ-3>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단위: 건, %)

주: 괄호 안의 값은 각 연도별 피해구제처리 건 중 비중임 
자료: 1) 2012~2016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2017)

2) 2017년, 2018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2017), (2018) 

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이하 본 

항에서 ‘중재원’이라 함). 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의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등

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환자의 사

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사 및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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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정이 개시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

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이 개시된다.86) 이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라 하는데, 즉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정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조정전치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정부는 조정절차 개시 이후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하여야 하고,87) 

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정

위원이 사실조사, 과실,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88) 전문가들로 구성된 5

인의 조정위원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한다.89)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90) 한편,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91)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내

려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92)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중재판정

부의 판정에 의해 결론이 정해지고,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율적 분쟁해결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실제 이용 

빈도도 조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86)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및 제9항

87)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

88) 의료분쟁조정법 제19조~제24조

89)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제27조

90)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91) 의료분쟁조정법 제43조

92) 의료분쟁조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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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11.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 이래 의료분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역할

을 확대해오고 있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2014~2018

년 동안 연 평균 9.6%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0.6%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18년 조정･중재 처리 건수는 2,769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조정･중재 처리 건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수는 935건(합의 767건, 조정성립 166

건, 중재 2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중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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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립금액 또한 매년 23.4%(평균 금액 8.1%) 증가하였다. 2018년의 의료분쟁조정･
중재 총 성립금액은 109억 원으로 전년(71억 원) 에 비해 50%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

데,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성립금액 건수93)는 38건으로 전년(20건) 대비 90%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Ⅲ-4> 2018년 의료분쟁조정･중재 처리 현황(취하･각하 제외)

계

조정 중재

합의
조정결정 부조정

결정
계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소계 성립 불성립

4,372 2,780 833 451 382 746 13 5 3 3

(100) (63.6) (19.1) (10.3) (8.7) (17.1) (0.3) (0.1) (0.1) (0.1)

(단위: 건, %)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2018)

구분 계

조정･중재 개시 조정･중재 불개시

소계

조정 중재

소
계

취하
각
하합의

조정결정 부조
정

결정

취
하

각
하

계
화해
중재

중재
판정

종료
결정소계 성립

불성
립

계 10,411 5,162 2,780 833 451 382 746 717 73 13 5 5 3 5,249 30 5,219

2014 1,851 827 441 170 107 63 81 116 16  3 2 - 1 1,024  6 1,018

2015 1,714 753 464 61 30 31 78 135 14  1 1 - - 961  2 959

2016 1,852 831 497 102 65 37 127 89 13  3 - 1 2 1,021  6 1,015

2017 2,225 1,162 611 156 83 73 215 160 16  4 2 2 - 1,063  5 1,058

2018 2,769 1,589  767 344 166 178 245 217 14  2 - 2 - 1,180 11 1,169

<표 Ⅲ-5> 연도별 의료분쟁조정･중재 처리 현황(2014~2018년)
(단위: 건)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2018)

93) 고액 성립금액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없으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연보(2018)의 조정･중재 성립금액 분포에서 적용하는 금액구간을 참고하여, 본 보고서에서
는 5천만 원 이상을 고액 성립금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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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건수 추이(2014~2018년)

<그림 Ⅲ-4> 의료분쟁조정･중재 성립금액 

추이(2014~2018년)
(단위: 건)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2018)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2018)

마. 의료사고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소

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94)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

밖에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95)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가 이루

어지기도 한다. 의료법 위반죄는 의료과오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의

료사고에 수반하여 발생한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96)97)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의사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i) 실제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94)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96) 하신욱(2017), p. 284

97) 의료법 제87조 내지 제90조(의료법 위반행위의 유형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관련 정보 
처리 의무 등 그 유형이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 1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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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가해자, 환자를 피해자로 보는 경향, (ii)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강제성과 전문성

을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려는 목적, (iii) 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

이 들지 않는다는 점, (iv) 의료인에 대한 압박 및 보복 목적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98)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으나, 의료사고와 관련된 

죄명(과실치사상죄, 의료법위반죄,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위반죄)으로 1심 형사공판

에 접수된 사건 수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구분 합계 과실치사상죄1) 의료법2)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2012 1,994 898 805 311

2013 2,195 983 860 352

2014 2,192 1,096 875 221

2015 2,131 1,134 795 202

2016 2,388 1,115 1,074 199

2017 2,399 1,196 1,008 195

2018 2,085 1,176 788 121

<표 Ⅲ-6> 의료 관계 1심 형사공판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주: 1)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하는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사건을 모두 포함한 통계로서, 의료과오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그 중 일
부임

2)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 경우 의료사고와 관련된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모두 포함함
자료: 1) 2012~2015년 자료: 하신욱(2017), p. 284

자료: 2) 2016년 자료: 법원행정처(2017), p. 936 이하
자료: 3) 2017년 자료: 법원행정처(2018), p. 932 이하
자료: 4) 2018년 자료: 법원행정처(2019), p. 946 이하

98) 최정필(2017),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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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국내 의료배상책임과 관련된 보험제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99)이 운영

하는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

험(이하 ‘의료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이 있다. 

항목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배상공제

대상 의료인,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 회원

소비자보호장치
건전성규제,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없음

규제･감독 주체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표 Ⅲ-7>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가. 의료배상책임 공제 

1) 공제조합의 의의 및 특징

공제조합은 넓은 의미로는 소비, 생산, 유통, 금융 부문의 다양한 인적 결합을 의미

하나,100) 좁은 의미로는 비영리보험조직을 의미하며,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101) 현재 우리나라의 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 농협공제, 

어린이 안전 공제 등이 모두 상호보험, 즉 비영리보험조직에 해당하고, 국내 교원공제

회나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도 상호보험 형태이다.102) 

99) 2013년 11월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됨

100) 넓은 의미의 공제조합에는 생산형(농업, 수산업, 임업, 제조업, 중소기업), 금융형(각종 신
용조합과 상호금융), 소비자형(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형(근로협동조합) 등이 있음(정
홍주 외(2012), p. 15)

101) 엄밀하게 보면 공제조합과 상호회사는 규제 근거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
은 동일함(정홍주 외(2012), p. 18) 

102) 정홍주 외(201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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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낮은 접근성(Unavailability)과 비용경제성 

(Unaffordability)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와

는 차별화된다.103) 따라서 위험이 과도하게 높아서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려하거나 지

나치게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는 경우와 같이 시장 기능만으로는 원활한 보험상품 공급

이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또한 출자자가 곧 이용자이므로 소유자

-고객 간 이해충돌(Owner-consumer Conflict)은 없는 반면, 소유자-경영진 간 이해충

돌(Owner-manager Conflict)은 존재할 수 있다.104) 또한 대부분의 공제조합은 일정 지

역이나 직능을 대상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직능 대상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성 및 특수

성을 반영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고, 구성원 상호간에 상호 평가도 가능해진다. 미국 

등에서 의사 및 병원 소유 보험회사가 확대된 것도 이러한 측면에 기인한다.105)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공제 운영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처럼 다양한 

형태의 자본조달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106) 보험업법에 의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다. 

2)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의 의의 및 연혁

의료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각 전문과

목별 공제조합 등이 수행하고 있다.107)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 법인으로,108) 2013년 

103) 정홍주 외(2012), p. 18

104) 정홍주 외(2012), p. 20

105) 정홍주 외(2012), p. 32

106) 정홍주 외(2012), p. 19

107) 이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봄

108)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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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친 이래 공제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의료배상 규모가 고액

화됨에 따라 보상한도도 최대 3억 원까지 상향조정되었고,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출시

하는 등 상품을 다각화하며 사업규모를 확대해왔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배

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109)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논의 당시 의료배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i) 공제기금의 재원, 

(ii) 공제의 형태(책임공제 또는 종합공제), (iii) 가입 강제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하여 논

의가 있었으나, 보건의료개설자가 납부한 공제료를 재원으로 하고, 배상책임금을 주된 

담보로 하되 특약에 의해 배상책임 외에 경호비용, 합의금, 벌금 등 사항도 담보하며,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110)111)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이전에도 의사 단체 내의 의료배상 관련 공제는 이미 존재

하였다. 1981년 의사협회 내에 공제회가 설립되었고, 1987년에 의료법에 공제사업 관

련 규정이 도입되는 등 법적 근거도 갖추어졌다.112) 1990년에는 진료에 종사하는 모

든 의사가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도록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개정하여, 공제회 가입

률은 90년대 초반 50%를 넘어섰으나, 이후 가입률이 매년 하락하여 2003년에는 25%,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
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9)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https://www.kmama.org/main/sub02_02_01.asp), 2019. 3. 

8. 최종 검색. 의료배상공제조합 현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 의료배상공제조합 현황 
부분에서 살펴봄

110) 김영국(2014), p. 59

111) 참고로, 1994년 정부가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서는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공
제사업으로 책임공제와 종합공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의사 등은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
고,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의사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공제
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음(김영국
(2014), pp. 59~60)

112) 1981년 1월 8일 당시 32세 여의사가 불가항력 사망 사고 이후 유족들의 잇단 행패와 고
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음. 이를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에 대한 회원 보호 및 지원을 목적
으로 1981년 11월 1일 의협공제회를 출범하였고, 이후 1987년 경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
법이 추진되었음(대한의사협회(2011),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30년』; 최정필(2017), p. 54

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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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18%만이 공제회에 가입하였다.113) 

이처럼 공제가입률이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1구좌당 1천만 원, 3구좌 한도로 보상

한도액이 매우 낮아 고액 배상판결에 대한 대비 수단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이 지적된

다. 회원들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적극적인 분쟁해결 및 보상을 원하였으나, 공제회는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민･형사 책임이나 환자 측의 항의를 감소시키

는 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가입을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 규정과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

적인 의무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114)

이후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는 2002년 6월 4일 삼성화재와 재공제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보상한도를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현실화하고, 소송 및 경호서비스

를 제공하는 상품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제공되던 배상공제는 현행 의료배상공제

조합의 공제와 유사하여, 진료과목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진료내용 및 범위

에 따라 코드를 세분화하여 보상한도를 2억 원까지 현실화하고, 실제 진료내용에 해당

하는 진료계약과 코드, 원하는 보상한도액, 면책금의 조건별로 공제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115) 2006년 3월부터는 3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배상

공제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였다.116) 그 후 의료분쟁조정법이 도입됨에 따라 독

립된 법인 형태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3) 현황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배상공제, 상호공제 및 화재종합공제를 운영

하고 있다. 그 중 의료배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배상공제로, 배상공제는 의료배상공제

조합이 삼성화재와 제휴하여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

113) 차일권･오승철(2006), p. 45

114) 차일권･오승철(2006), p. 45

115) 김영국(2014), p. 68

116) 차일권･오승철(2006), p. 45; 최정필(2017),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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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배상공제는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

해 일어나는 수진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

해배상금 및 그와 관련하여 피공제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한다.117) 

한편, 배상공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배한 의료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

임, 면책금(자기부담금) 이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에 의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비공인 특수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단, 벌금담보특약 가입 시 벌금

은 담보함),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간염(HEPATITIS)･급성전염병(가축전염병, 질환 

포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음주 및 약물복용상

태에서 수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의 주관적 불만족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약관에 정한 면책사항의 

117) 의료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배상공제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공제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공제증권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수진자 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
만, 공제증권에 소급담보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
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상공제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수진자 측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다만,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조정, 중재 기타 결정(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 심사위
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2. 피공제자가 지출한 다음 각 호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노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
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응급조치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과 그 지출에 관하여 미리 조합의 동의를 얻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미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 화해･조
정･중재 비용. 다만,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화해･조정･중재 비용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2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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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118)119) 

한편,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배상책임담보 외에 특별약관에서 경호비용, 조의금･
위로금･형사합의금, 벌금, 형사방어비용, 초빙의 및 마취의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118)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https://www.kmama.org/main/sub02_02_02.asp), 2020. 6. 11 최종 
검색

119) 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기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피공제자와 수진자 측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

해. 다만, 약정이 없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는 보상합니다.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의료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6. 피공제자의 피용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7. 벌과금 또는 징벌적 손해
8.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
9. 피공제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피공제자의 피용인의 행위로 인하

여 생긴 손해
10.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또

는 공해물질에 의한 방사능 기타 유해한 물질에 의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 다만, 

방사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수진자 측
의 주관적인 불만족에 대한 손해

12. 피공제자의 진료목적 설비 ‧ 인력, 항공기, 자동차, 선박으로 인한 손해
13. 수진자 측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한 손해
14. 의료 관련 제 학회에서 공인되지 아니한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15. 재물손해
16.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간염(HEPATITIS)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17. 피공제자가 범죄행위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8. 피공제자가 음주,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영향하에 있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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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본담보)

의료과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민사소송 대행 가능)

특별약관
(선택담보)

경호비용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
요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비
용을 보상(경호원 출동 서비스) 

조의금, 위로금, 

형사합의금 
담보

수진자의 사망(뇌사 포함) 시 수진자 측이 의료분쟁을 제기한 
경우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
금을 보상

벌금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하는 
벌금을 보상

형사방어비용
의료사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형사소송
이 제기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초빙의 및 
마취의

기명 피공제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공제자의 
수진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공제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초빙의/마취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법률상 배
상책임을 담보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수진자의 신체장해 또는 사망(뇌사 포함) 등의 사고가 발생하
고 의료분쟁을 제기하거나,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공제자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가하여 기명 피공제자의 후유장
해, 사망사고 발생 및 기명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에 
입힌 손해 발생의 경우 피공제자(혹은 유족)에게 보상

<표 Ⅲ-8>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공제 상품 구성

1 청구당 보상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이며, 진료영역 및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체계(그룹)을 분류하여 공제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다.120) 가입체계상 그룹은 총 7

개로 나뉘며, 각 그룹 내에서 진료영역 및 진료행위에 따라 다시 코드가 세분화된다. 

예컨대, 산부인과의 경우(그룹F), F1~F5까지 5개의 코드로 분류되어 있다.121) 보상한

도액 3억 원, 자기부담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각 그룹-진료영역/적용범위에 따

120)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https://www.kmama.org/main/sub02_02_03.asp), 2020. 6. 11 

최종 검색 

121) F1: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단순처치 (단순검사행위 포함
하며, 분만 및 수술행위는 제외)

     F2: F1 + 수술행위(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술 포함)

     F3: F1 + 수술행위(만 14주 이상 24주 이하 임신중절술 포함)

     F4: F2 + 분만행위
     F5: F3 + 분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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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험료는 최저 528,000원(A1 유형,122) 내과/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

학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에서 9,588,000원(F5 유형,123) 산부인과)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배상공제 외에도 상호공제와 화재종합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공제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도와주

는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의료사고 분쟁 발생 시 최고 1천만 원까지 공제금을 지급한

다. 화재종합공제는 화재담보와 시설배상책임담보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공제상품이다.

나. 의료배상책임보험

1) 의의 및 연혁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인 의사 등이 의

료업무 수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게 한 손해로 환자 등 제3자에 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다.124) 참고로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 일반 손해보다 손해배상금 

대비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의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는 주요 목적은 방어비용의 보상과 함께 손해･위험관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125)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

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126) 약관에 명기된 

122) A그룹(내과), A1: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처치(단순검사행위 포함)

123) (i)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단순처치, (ii) 수술행위(만 14

주 이상 24주 이하 임신중절술 포함), (iii) 분만행위

124) 김영국(2014), p. 57

125) 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하였거나 당연히 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환자)에게 입힌 신체상 장해를 말함(약관 제47조)

126) 약관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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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담보일자 이후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제기되는 손

해배상청구에 대해 보상하는 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을 적용하고 있다.127)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등

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 

등으로 가중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1973년 동방해상화재보험(현재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전신)에서 최초로 도입하였고, 그 후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 보통

약관에 의사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의료시설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되었

다.128) 그러나, 보험계약 건수가 많지 않아 수입보험료는 크지 않은 반면 손해율은 다

른 보험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너무 높아 1984년129) 이후 상품 판매가 중단130)되었으

나, 1997년부터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심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판매가 재개되었다.

2) 현황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은 20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

준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2006년 223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연평균 5.5% 증가131)하였으나, 동기간의 전체 손해보험시장 성장률은 11.2%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127) 대부분 전문직업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사고에 상응하는 업무수행 시점을 판별하기가 용
이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기준증권을 담보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128) 김영국(2014), p. 66

129) 참고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공제회 설립시기는 1981년임

130) 그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된 보험요율은 다양한 의료직종별 위험을 고려한 차별
요율이 아닌 모든 의료종사자 간에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누적 손해율이 350% 

이상으로까지 치솟게 되자, 의료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산부인과, 외과 등에서만 
가입을 선호하고 이외 의료분야에서는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게 되어 결국 손해보험회사
들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됨(박영호 2005) 

131)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28.4%(2006년 572건 → 2016년 6,940

건)의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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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국내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 현황(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한편, 의료종사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개원의 협의회132)를 

통해 단체로 가입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전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가입률 파악은 어려우나, 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실무 전문가의 의

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의료기관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수준을 보면 2016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21개 대상)의 경우 평

균 4억 8천만 원(최소 2억 원) 및 1억 9천만 원으로, 병･의원급(55개 대상)은 평균 1억 6

천만 원(최소 5천만 원) 및 1천 4백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표 Ⅲ-10> 참고). 한편, 

2016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료배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때 최소 보험가입금액은 종합병원이상

은 2억 원, 병･의원급은 1억 원이다.133) 

132) 2020년 3월 기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개원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총 22개 의사회가 등록되어 있음

13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동록된 의료기관은 2018년 기준 1,95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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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한방
병원

한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계

43 301 1,466 30,938 1,529 312 14,111 231 17,376 66,307

<표 Ⅲ-9> 국내 의료기관 현황(2017년 말 기준)
(단위: 개) 

구분 대상계약 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총 평균 총 평균

상급종합병원 12 6,300 525 2,971 248

종합병원 9 3,800 422 942 105

병원 20 5,050 168 546 18

의원 25 3,900 156 204 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Ⅲ-10> 국내 의료기관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자료: 손해보험협회 제공 통계

현재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상품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의

료과실배상책임을 기본 담보로 하고, 경호비용, 형사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초빙의･마취

의 배상책임 등을 선택담보로 하고 있다.134)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인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예방･치료 등을 의미한다. 또한, 동 보험에서 ‘의료사고’라 함은 피보

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였거나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않음으로

써 타인(의료행위 대상이 되는 수진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의미한다. 한편, 의료배상

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라 함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

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수진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라 함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

134)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무면허･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 의료결과 보증으로 인해 가
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피용인･의료기사 행위로 생긴 손해,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 원자력물질의 방사성･폭발성･방사능오염으로 생
긴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시설･설비･항공기･차량 등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 후천성 면역결
핍증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사기･부정･범죄행위나 음주･약물복용상태에서 
의료행위 수행으로 생긴 손해, 타인의 재물이나 명예 훼손･비밀 누설로 생긴 손해 등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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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장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

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만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급보장일자 이

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본담보)

의료과실 

배상책임
의료행위 관련 과실에 의한 수진자의 신체장해 발생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상

일반
배상책임

1. 제조･판매･공급한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소유･관리 시설 및 주차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

특별약관
(선택담보)

경호비용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경호비용을 보상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주
배상책임

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에 입은 신체장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상태에 의한 모든 배
상책임 및 손해배상청구를 보장

오염사고1) 적출물로 인한 오염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

추가피보험자
지정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일시적으로 기명피보
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2)를 포함

초빙의･ 

마취의
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초빙의/마취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형사
방어비용

의료사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변호사 보
수 등 방어비용을 보상

관습상
비용 및

형사합의금 

의료행위의 결과로 수진자가 사망(뇌사상태 포함)하고, 유족의 의
료분쟁 제기로 의료공제조합･보험회사에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
거나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건에 한해 피보험자가 보
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위로금･형사합의
금을 보상(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과
정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고의적･악의적인 행위로 폭행을 가하
여 발생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보상

<표 Ⅲ-11> 의료배상책임보험 상품 구성(A 손해보험회사 사례)

주: 1) 손해사고를 기준으로 적용함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

적으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이 
해당됨(단, 간병사, 요양보호사, 위생사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보조하지 않는 자는 제외)

자료: A 보험회사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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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황

가. 개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 조정･중재가 성립되거나 확정 판

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무자(의료종사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

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

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

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

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에 도

입되었다.135) 

나. 운영 현황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재원을 부담하는 보건의

료개설자에게 부담액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대불제도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액수나 기준 등은 의료중재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136) 2013년 제도 출발시점에서 전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대불비용을 징수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매년 전년도의 신규 개설자에 대해 

대불비용을 추가 징수하고 있다(<표 Ⅲ-12> 참고). 징수방식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35)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제안･검토된 제정 법률안에는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 가
입의무 조항’도 포함되었으나, 공제조합 가입은 선택사항으로 전환하고 책임보험 강제가
입의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됨

136)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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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부과대상
2017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3,979명)

병원 종별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1,384명)

부과금액 120,961천 원 661,000천 원

징수방법
요양급여비용 공제

(2018. 11. 8~2018. 12. 31)

요양급여비용 공제
(2019. 7. 23~2019. 12. 31)

의료기관별 
납부금액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으로 부담
병원 종별 대불재원 충당액 균분

(477,860원)

<표 Ⅲ-12>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 즉 대불비용은 의료기관개설자137)가 전액 부담하도

록 되어 있으며,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직전년도 건강보험 위험

도상대가치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3년 종별 위험도상대가치 평

균금액을 정액으로 부과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표 Ⅲ-13> 참고). 

종별 부담액 종별 부담액

상급종합 6,336,700 요양병원 72,170

종합병원 1,069,260 한방병원 74,020

병원 111,030 한방의원 26,430

의원 39,650 보건의료원 111,030

치과병원  111,030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10,000

치과의원 39,650

<표 Ⅲ-1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종별 부담액
(단위: 원)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미지급금 전액에 대

해서 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의료인 중심으로 대불금의 상한액 설정 필요성이 

137) ① 「의사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②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한국희귀의약품센
터의 장, ③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등보건의료특
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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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으나, 상한액 기준 설정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별로 제기되는 의

견들이 상이하며, 무엇보다도 피해구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먼

저 의료중재원의 조정조서･조정결정서･중재판정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조서, 법원의 의료분쟁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중

재원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조서나 법원의 판결 적용까지 대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립금의 고갈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도 도입 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편, 

대불제도를 의료중재원의 조정으로만 국한시킬 경우 제도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고액 건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상이 어려운 많은 피해 사례들이 법원의 판결에 집중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 시까지 

배상금의 청구가 어려운 점 때문에 피해구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적용 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2012년 4월 8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청구 대상은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에서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

한 금액에 한하며, 손해배상금 이외의 비용(조정･중재･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등)은 대

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불 청구 시기는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서, 판

결 등에 명시된 지급 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며, 대불 청구 전에 청구

자는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청구 시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자격으로는 관련 서류에 명시된 채권

자 또는 대리인138)으로 되어 있다. 

의료중재원 산하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대불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139)

를 완료하고, 이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줘야 하는데, 이 때 심사 

138)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청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139) 심사 기준으로는 청구인의 부정 청구(이중 수령, 거짓 청구 등) 여부, 손해배상 의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 여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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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미지급 여부 및 즉시 채무상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140)에 청구인의 계좌로 대불금을 지급하고, 의료중재원은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

게 대불금 전액을 상환141)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림 Ⅲ-6>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업무 절차

140) 다만, 청구인이 심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종별 대불비용이 부
족하여 대불재원의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불금 지급이 14일을 초과할 수 있음

141) 대불금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12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