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본 절에서는 의료배상책임 제도를 포함하여 국내 의료사고 보상체계와 관련하여 제

도 개선에 대한 주요 논의와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8년 대한의사협회(당시 대한의학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만인 2011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로 인

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였다.143)

2010년 들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제도 가입 의무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손해배상목적의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책임보험제도에 의존하지 않

더라도 피해자 구제에 대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

도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조정 등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가입 의

무화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2013년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

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장제도’

를 도입하였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범위는 분만과정

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금은 3천만 원 범

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재원의 분담은 국가가 

143) 박현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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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하고 있다. 도입 당시 의료

분쟁조정법 중 유일하게 특정 과에만 관련한 조항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

발이 있었음에도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다. 

한편 해외 환자에 대해서는 유치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

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

원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만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무과실보상 배상제도 기금형성

정부제출안
(1994년)

없음
공제조합

(책임공제와 종합공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관
계기관 개설자 또는 설치자,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

김병태의원안
(1997년)

무과실
사고 보상

공제조합
(책임공제와 종합공제)

의사, 보험자의료피해구제기금, 

국가보고

정의화의원안
(1997년)

없음 공제조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관
계기관 개설자 또는 설치자, 보험
자 또는 보험자단체, 국가출연금

이원형의원안
(2002년)

무과실
사고 보상

책임보험･공제 및 
종합보험･공제 개념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이기우의원안
(2006년)

무과실
사고 보상

공제조합･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종합공제 개념 도입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사업자

안명옥의원안
(2006년)

무과실
사고 보상

공제조합･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종합공제 개념 도입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사업자

최영희의원안
(2009년)

불가항력
사고 보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의무가입,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임의가입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응급의료기금

심재철의원안
(2009년)

불가항력
사고 보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의무가입,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임의가입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건강보험재정, 응급의료기금

이혜훈의원안
(2018년)

없음 책임보험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설치자

송영길의원안
(2018년)

없음 책임보험･공제 의료기관개설자

윤일규의원안
(2019년)

없음 책임보험･공제
언급 없음
의료기관 인증의 전제조건

자료: 박경섭(2013) 참고하여 재작성함

<표 Ⅳ-1> 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역대 추진 법안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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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가.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국내의 다른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

도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유사하게 책임보험과 종

합보험으로 구분하여 책임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으로 하고,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운행제한 규정을 두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의료인

이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 등에 미가입 시 의료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144)

한편, 의료기관 종별 및 진료과목별로 의료사고에 노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필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차등 의무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로 경증 질환을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보다는 상대적

으로 고난이도･고위험도를 가진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에 대해 배상책임보

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료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

고로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의

과, 응급의학과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45)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행위는 다른 직업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고 발생률과 배상금액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보험

료가 다른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비해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많은 의료종사자들에게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가 이루어질 경

144) 경실련(2009. 5. 15), “공동성명: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45) 김소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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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보상기준 상향 또는 보상항목 축소 등으로 그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폐지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국가 전적의 재정부

담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

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담하

게 될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험도상대가치수가(이하 ‘위험수가’라 함)가 반영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피력되었다. 

한편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피해 환자가 의료인 사이에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진 경

우 의료인의 형사책임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면책146)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

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면책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47) 의료기관의 의무부담에 

따른 정책적 혜택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

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나. 손해배상금 대불금 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배상의무자인 의료종사자를 대신하여 의료중재원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구상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종사

자로부터 대불금의 구상(회수)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손해배상금 대불 이

후 구상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동안 의료중재원이 지급한 

146)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
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47) 김영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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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은 총 74건으로 26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 회수율은 8.1%에 불과하여 24억 3천만 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

수율은 대불제도 도입 초기에는 90%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는 1.8%에 그치는 등 계

속 감소하는 추세로 대불제도의 재원 현황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건수 3 12 4 27 28 74

대불지급액 19 78 704 343 1,499 2,643

구상액 19 36 106 25 27 213

회수율 97.5 46.6 15.0 7.3 1.8 8.1

<표 Ⅳ-2>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지급 현황(2013~2017년) 

(단위: 건, 백만 원, %)

자료: 최도자 의원실 보도자료(2018. 10. 24)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2018년)은 국정감사를 통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

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구상하는 제도이며,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하

고,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의료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

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 큰 의

료분쟁의 경우 그만큼 대불금 지급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불제도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대불제도 이용자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호중 의

원은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고 폐업한 보건의료기관 개설

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불금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

다(2019. 4. 18). 



64 연구보고서 2020-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단계부터 의료종사자와의 입장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종사자들은 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제도는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148)하면서, 이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표 Ⅳ-3> 참조). 더욱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불금 지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의

료사고 피해자 권익보호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

여하는 것으로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번호 사건구분(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취지 등 결과

1
행정소송

(2012구합17513)

2012. 5. 31

(서울행정법원)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원고패소
(‘14. 7. 3)

2
행정소송

(2012구합20304)

2012. 6. 26

(서울행정법원)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원고패소
(‘14. 6. 27)

3

위헌법률심판
(2013헌가4)

※12구합20304 관련

2013. 1. 21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조항: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2항 후단 위헌여부 
심판제청(손해배상금 대불)

합헌결정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14. 4. 24)

4
행정소송

(2018구합3271)
2018. 4. 18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처분 취소

원고패소
(‘18. 11. 8)

5
행정소송

(2018구합62287)
2018. 4. 20

심판대상조항: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2항, 제4항 위헌여부 

심판제청(손해배상금 대불)

원고패소
(‘18. 10. 26)

6

위헌소원
(2018헌바504)

※2018구합3271 관련

2018. 12. 13

(헌법재판소)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처분 취소
진행 중

7

행정소송
(2018누77304)

※2018구합3271 관련
2018. 12. 19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처분 취소
진행 중

<표 Ⅳ-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소송 현황

148)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첫째,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은 도외시된 채 피해자의 신
속한 구제에만 편향된 제도라는 점, 둘째, 환자는 대불제도의 이익을 향유함에도 재원 확
보 대상에서 배제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셋째,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강제 납부하게 함으로써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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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

의료분쟁은 피해자와 의료기관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의료

기관이 손해배상을 회피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어, 의료기관은 여전히 분쟁 해결에 소

극적이라는 평가다. 윤소하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받은 병원이 2015년 49개에서 2017년 82개로 1.7배 증가하였으

나, 의료중재원 조정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 또한 2015년 57개에서 2017

년 72개로 1.3배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의 중재

에 응하지 않더라도 중과실 의료사고(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이외에는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결국 법원의 소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의 의료행위수가 책정 시 반영하는 위험수가(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확대하여 이를 피해보상금액을 포함한 의료분쟁 해결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하

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제149)를 근

간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을 통해 진료과별 위험

도를 추정하고 행위별로 결정되는 위험도를 고려한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가 포함

되어 있다. 현재 전체 비용에서 위험도상대가치점수는 약 1.5% 정도로, 진료분야별 난

이도 및 위험도에 따라 추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150) 

라.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사고 예방

국내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정보 및 징계 이력 공개에 대한 논의는 2016년 환자안전

법151)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평가심사

149) RBRVS;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150) ① 건강보험수가 = 상대가치점수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② 상대가치점수 = 업무량(의료서비스) + 진료비용(임상인력, 의료장비, 치료재료) + 위험도
                       (의료분쟁해결비용)

     ③ 신생아의 마취료 및 한방 침술에 대해 기본수가의 60% 가산, 고령(만 35세 이상) 산
모의 자연분만에 대해 기본수가의 50% 가산 등 

151)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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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은 의료인의 사고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징계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변호사들의 징계정보

를 공개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 소비자가 과거의 사고경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

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진의 징계정보공개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 진료내역

과 의료공급자 정보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만큼,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수집

하고 관리하고 공개하는 데 적임자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관계당사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9일 개최된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의료진 징계정보 공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의료인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

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또한 충분

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책위원회가 권고한 징계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위반, 

이중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2018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과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경력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9년 3월 ‘진료실과 수술

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자격자 대리

수술에 관여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0

년 1월에 ‘환자안전법 개정안’15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병원에 자율

적으로 맡겨졌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전에 설명하고 동

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환

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 시행됨(보건복
지부(2016. 7. 28)

152) 2019년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
숙･김승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반영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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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153) 법안은 의무적인 보고가 

필요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①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

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가 발생한 경우, ④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해외 사례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의 보장 및 재원 구조에 따라 밀

접한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국가로부터 조달받는 의료재원 비중이 높

을수록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경향이 있다. 즉 의료시

스템이 공공부분 중심인 국가154)의 경우 의료배상책임은 주로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

하는 전용기금을 통해 배상되는 반면에, 민영의료시스템 국가155)에서는 의료배상책임

에서 민영보험시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배상책임 운영 사

례는 의료배상책임의 법체계, 보상제도(보험, 공제, 기금 등), 의료배상책임 보험시장

의 공급자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로 과실기준(Fault 

Based)을 적용하는 국가 중에서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의 의무 적용 여부 및 운영 현

황을 고려하여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과 일본은 민영 재원 중

15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
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
도록 의무화함(개정 환자안전법(2021. 1. 30. 시행 예정) 제14조 제2항)

154)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155) 독일, 일본,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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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보건의료체계이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이하  

‘NHI’라 함)를 운영하고 있어, 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보건의료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민영 재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민영건강보

험(Private Health Insurance, 이하 ‘PHI’라 함)이 공보험의 대체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대부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가보건의료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156)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의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

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의료배상책임 운영 사례를 ① 보험 의무 가입, ② 피해보상기

금, ③ 의사공제조합의 역할, ④ 정보 공유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참

고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세계 최초로 2012년에 입법화157)된 만큼, 이

와 관련하여 국가들의 운영 사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유사한 사례로는 주요국에

서 운영되고 있는 피해보상기금을 참고하였다. 

156) NHS는 1946년 국가보건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에 따라 보건의
료서비스를 국가 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1948년에 발
족됨. NHS에 따라 영국에서는 질병예방, 재활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부
문에 의해서 공급됨

157) 김영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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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여부 주 운영 주체

독일
민영재원 중심

(NHI)
△

1)
민영보험회사

일본
민영재원 중심

(NHI)
△2) 일본의사회(JMA)

미국
민영재원 중심

(PHI)
○3) 비영리 상호조직

(의료공급자소유보험회사)

영국 
공공재원 중심

(NHS)
○

4) 국가보건서비스소송국(NHSLA), 

의사방어조직(MDO)

한국
민영재원 중심

(NHI)
× 대한의사공제, 민영보험회사

주 : 1) 연방의사법 및 의사협회가 채택한 연방의사직무규정에 근거하여 의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
화 함

2) 일본의사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의사의 경우 의사회가 제공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자동 가입됨
3) 일부 주(뉴욕, 펜실베니아,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에서 의사 및 의료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주 법령으로 규정함
4) NHS 소속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경우 NHS가 의료배상책임을 부담함

<표 Ⅳ-4> 과실기준 적용 국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운영 사례 

가. 보험 의무 가입

1) 독일

독일은 2013년 환자권리법 개정안 마련 시 독일 연방의사법(BÄO §6 (1) 5)에서 의사

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독일은 연방법 이외 16개 주

별로 의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데, 주별 의료법상에 포함된 규정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일 

의사협회(Germ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채택한 연방의사직무규정158)에 의해 의

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159) 다만, 독일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의

158) MBO-Ä 1997(Professional Code for Physicians in Germany) §.21(Liability Insurance)

159) “의사는 본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스스로 충분히 보
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Physicians are obliged to sufficiently insure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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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입 대상은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병원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경우 의료사고 시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재원 마련 등 자체적인 배상자

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 병원이 일괄적

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주고, 의사한테 보험가입증서를 교부해 줌으로써 의

사가 의사협회에게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일부 주160)에서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 

주별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

배상책임보험(Minimum Level)을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 법령상의 의무 가입 내

용이 상이하다. 미국은 의료배상금액 규모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사고 한 번으

로 병원이 파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주에서도 많은 병원들이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보건의료체계를 국가 책임하에 두는 NHS 체계로, NHS 소속 의료기관 및 의

료종사자의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또한 NHS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영국 정

부는 NHS에 대한 의료과오 소송 및 보상을 위해 1995년 NHS 산하 특별 보건 위원회 

형태로 NHS 소송국(NHS Litigation Authority: 이하 ‘NHSLA’라 함)161)을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NHSLA는 NHS 산하 의료기관의 의료과오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

화하고, 환자의 의료과오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는 배상청구 난발에 적극 대처함으로

against liability claims arising in the context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160) 뉴욕, 펜실베니아,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

161) NHSLA의 주요 업무는 NHS와 환자 사이의 배상청구 관리(Managing Claims) 및 분쟁 해
결(Resolving Disputes), 위험관리 및 배상청구감소를 위한 NHS 보조업무(Helping the 

NHS to Manage Risk and Reduce Claims), 전문 자문(Professional Advice)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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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NHS 재원을 보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162) NHS의 의료배상청구건 중 90% 

이상을 소송 외에서 해결163)하고 있으며, 2013년 4월부터 NHS 산하 의료기관에게 직

접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4) 일본

일본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일본의사회(Japan Medical Association: 이하 ‘JMA’

라 함)가 주도적으로 보험을 공급하고 있다. JMA 회원은 보험 가입 여부 및 회원 대상

에 따라, A1(병원 및 개원의), A2( JMA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봉직의), B(JMA 의

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봉직의), C(무급 근무 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JMA는 

A 회원을 대상(피보험자)으로 통상 4~5개의 손해보험회사와 직접 단체계약 체결을 통

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JMA은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시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이외에 JMA의료배상책임 분쟁처리규정 및 배상책임 심사회 규약을 계약 내

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JMA의료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사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JMA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 중

에서, 그리고 JMA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의사의 경우 도도부현 의사회나 

각종 학회가 체결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의료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나. 피해보상 기금 운영

1) 영국

영국은 NHS에 의한 의료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송 전 화해를 통한 피해구제를 도

모하는 목적으로 1995년부터 의료과오기금(Clinical Negligence Scheme for Trusts, 

162) NHSLA 업무는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제4장 제28조~제29조에 규정되어 있음

163) NHSLA(http://www.nhsla.com/Claims/Pages/Handl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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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CNST’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의료과실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부과하여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의 어

려움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CNST가 NHS에 대한 의료배상청구건의 화해를 통한 배상

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CNST는 NHSLA에 의해 관리되고, NHS 회원 의료기관

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의 매년 공제회비 납부를 통해 운

영되고, 민간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NHS와 협약에 의해 NHS 환자

를 치료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Fund, 이하 ‘PCF’

라 함)을 도입하고 주 정부에 따라 의료종사자에게 강제 또는 임의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PCF는 의료종사자의 손해배상금액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혹은 

자가보험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주 정부가 PCF를 통해 부담해 주는 제도로, 민간 

재보험 기능이 완벽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평가된다.

다. 의사공제조합의 역할

1) 일본

일본의 경우 1970년 이전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보험료 급증, 이에 따

른 보험회사와 JMA와의 마찰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1973년 JMA 주도로 의료배

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JMA는 사단법인으로 일본 전국의 도도부현 의사회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 전체 의사 중 60%(2011년 기준) 정도가 

JMA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JMA를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단체보험, 의사회 회

비164)로 보험료납부, JMA의 모집(브로커 역할) 및 손해사정,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164) 동일 등급 내 회원은 지역과 진료계열을 불문하고 동일한 회비와 보험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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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된다. JMA는 보험회사와 계약165)을 통해 회원들 대상으로 의료배상책임보

험166)을 제공하고, 환자와 의사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등 역할을 확대해 왔으며, 의료

과실유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조사위

원회’ 및 ‘배상책임위원회’를 두어 의료사고 조사 및 배상금 산정을 담당하고 있다.167) 

2) 영국

영국은 NHS 산하 공적 의료영역의 의료분쟁의 경우 정부(NHSLA)가 관할하며, 사적 

의료영역의 경우 의사공제조합에서 맡는 등 공･사 의료영역에 따라 정부와 의사공제

조합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 영국의 의사단체인 의사방어조직(Medical Defence 

Organisation, 이하 ‘MDO’라 함)168)은 NHS 체계에 속하지 않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배상책임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서로 보완 혹은 경쟁적으로 보험(공제)을 판매하

고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소송 이외에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MDO 중 대표적인 의사방어연합(Medical Defence Union, 이하 ‘MDU’라 함)169)의 

경우 MDU 규정(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하에 회원들에 대한 혜택은 

모두 자유재량으로 두고 있으며, 매년 의사수입의 평균 1~2% 정도의 가입비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피해자(환자)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며, 보험증권 범위를 벗어나는 

165)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임

166) 보상한도는 의료사고 1건당 1억 엔(공제금액 100만 엔), 연간 총 보상한도는 3억 엔 정도임

167) 환자(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사는 해당 지역의사회에 사고처리를 위임함. 

해당 지역의사회는 손해배상청구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JMA에 보고해야 하며, JMA는 보험회사와 협력하에 조사위원회와 배상책임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심사를 실시함. JMA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화해 등 손해배
상금액에 대해 절충을 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금
액을 확정하고, 배상금액에서 100만 엔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함  

168) 대표적인 MDO로는 의사방어연합(Medical Defence Union, MDU), 의사보호협회(Medical Protection 

Society, MPS), 의사보호공제(Premium Medical Protection, PMP), 스코틀랜드 의사･치과의사 방어
연합(Medical and Dental Defence Union of Scotland, MDDUS) 등이 있음

169) 의사, 치과의사, 보건의료전문가 등 회원에 의해 소유된 비영리 상호공제회사로, MDO 

중 최초로 1885년에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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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나 기타 의료-법적 문제를 위해 MDU 내에 기금을 적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상담하여 해결하며, 법의학영역에서 훈련된 의사

들이 고용되어 있다. MDU 회원(의사)은 진료의무기록을 공개한 후 의료분쟁에 대한 상

담을 받게 되며, MDU는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청구 건을 통

지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MDU 회원이 의료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경우, 의료법 관련 조언 및 지원을 한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운영은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의사단체인 연

방주 의사협회는 보험 중개 기능, 의료분쟁 감정 및 조정, 의료사고 예방･상담･자문 등

에 주력하는 등 서로 역할이 나눠져 있다. 

라. 정보 공유

1) 독일

독일은 의료기관 내에 중대사고보고시스템(Critical Incident Reporting System, 이

하 ‘CIRS’라 함)을 2014년부터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보고

책임자는 의료과오 중 중대사건을 온라인 양식에 따라 익명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

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 동료 평가, 의료사고 손해내역 등이

며, 배상손해의 귀속이나 제재 등을 우려하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고

책임자에게 자율성, 익명성, 과실보고에 대해 제재가 없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06년부터 의료과오보고시스템(Medical Error Reporting System, 이

하 ‘MERS’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주별 의사협회에서 수집된 의료과오 관련 통

계 및 개별 의료중재원 및 의료감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자료는 MERS를 통해 통일된 기

준으로 전자 수집되어 연방통계로 통합되고 있다. MERS를 통해 집적되는 정보로는 환

자 정보(나이, 성별 등), 의사 정보(전문 과목, 의료기관 위치 등), 치료 정보(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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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코드, 시행된 진료 조치), 의료과오(감정에서 확정된 진료과실, 발생한 손해 정도･
범위, 인과관계 등) 등이다. 

독일은 2013년 환자권리법(Patient Right Law, 이하 ‘PatRG’라 함) 시행170)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의사･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민법(BGB) 내에 

규범화된 계약(BGB §630a~630h)으로 정착되고, 의료인의 정보제공의무(BGB §630c)

가 도입되었다. 의료종사자의 정보제공의무로서 계약상의 주된 의무(진료의 한 부분

으로 안전설명 혹은 치료 설명)와 부수적 의무(공개의무171) 및 진료비용 설명의무)를 

규정화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및 의료과오보고시스템(MERS)에 대한 최

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독일의 건강보험공단에게 환자가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경우, 이전의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지원의

무를 강화하였다. 

2) 미국

미국 국립의사데이터뱅크(National Practitioner Data Bank, 이하 ‘NPDB’라 함)는 

보건사회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라 함)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미국 내 면허소지 의사들에 대한 전자데이터베이스로 의사 면허 

갱신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172) NPDB는 보건의료의 질 향상, 환자 보호, 의

170) 의료종사자의 책임감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 환자헌장(Patientencharta)을 마련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자, 선언적인 수준이 아닌 입법적인 차원에서 환자
의 권리를 입법화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독일 정부는 의료계약의 입법화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13년 PatRG을 제정함. 주요 제정 목적은 ① 민법에서 의료계약과 의
료배상책임에 대한 입법화, ② 과실회피문화 촉진, ③ 의료과오 시 환자 소송권리 강화, 

④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 강화, ⑤ 환자 참여 및 정보의 강화 등임

171) §630c (2) 담당 의사는 치료 시작 시 또는 필요한 경우 치료와 관련된 모든 상황, 특히 
진단, 건강상태에 대한 예상되는 변화, 치료과정 처치 등에 대해 환자가 이해 가능하도
록 설명 할 의무가 있음. 의료 환경이 의료 과오의 인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 요청 시 이를 알려줘야 하거나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함.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Code) §52 (1)에 언급된 의료인 또는 관련인이 의료과오(Treatment 

Error)를 한 경우, (2)에 의한 정보는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의료인 또는 관련인에 대한 형
사 소송 또는 벌금부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172) 구축 초기에는 의사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환자의 알 권리 및 환자 안전을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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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사기 및 남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173) 특히 의사의 이력과 범죄 내용, 의료관련 사고 내역 등을 주법

에 기초하여 공개하고, 특히 범죄 정보 및 의료사고 정보는 소멸되지 않는다. NPDB에 

등록된 기관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반드시 의료과실과 위

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 후 면허 발급, 인력 채용, 의사결정 시 NPDB 자료 활용 

등이 가능하다.174)

한편, 미국 의회는 2005년 7월 환자 안전 법안(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을 통과시키고, HHS 장관에게 의료과오의 보고 및 분석에 대한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은 자발적으

로 과오 보고를 하되, 정보에 대한 보안은 유지되고 의료과오 사례로 사용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가 소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

려 없이 환자 안전 기관에 의료과오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운영하게 됨

173) 미국은 주법에 의해 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s)가 의료종사자 정보를 HHS에 매주마
다 송부하도록 함. 또한, 정기적(2년)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종사자 면허갱신제도(Retaining 

Program)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집됨; ① 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액, ② 
불법 면허 조치 및 면허 소실, ③ 불법 임상특권 조치, ④ 주 면허기관･인증기관에 의해 
적발된 불법 조치, ⑤ 의료행위 관련한 민사 판결 및 유죄 판결 등

1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