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醫療賠償責任保險 運營現況 및 必要性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醫師賠償 또는 醫療賠償責任保險23)의 운영실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의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

태에서 대한의학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의료사고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제제도 역시 낮은 가입율과 비현실

적인 보상한도액으로 효용성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아래에서는 민영사

보험상품의 실패원인을 검토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입할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참고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의 증가와 이에 대비한 경제적 대응책으로서 의료배상책임보험

의 도입필요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民 營社 醫 師 賠償 責 任保 險 의 失 敗 原因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배상책임보험은 당시 동방화재보험이 1973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그 후 1974년부터 1984년까지 4개 보험회사가 배상책

임보험 보통약관에 의사직업보험담보특별약관과 의료시설특별약관을 부

가하는 형태로 운영한바 있다. 그러나 동 보험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별

다른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1984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었다. 아

래에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실패한 이유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23) 본고에서는 醫師賠償責任保險 과 구분하여 의사이외의 의료전문직 위험을

포괄할 수 있는 醫療賠償責任保險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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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의 도입당시 보험요율은 의사직업위험을 의원과 병원으로 구

분하고 의원의 경우 일반의원 및 치과의원의 요율을 차별화하였으며, 병

원의 경우 일반병동·정신병동·결핵 및 기타 병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다. 그러나 보험요율은 일반 의사의 다양한 직종별 위험을 감안하지

못한 고정요율 형태로 운용되면서 누적손해율이 368.8%(<표 8> 참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회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계약의 인수중

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였다.

즉, 당시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의 가입율이 낮아 계약건수가 극히

적어 위험분산기능이 크게 제약되어 보험회사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약해 소송을 선호하지 않는 점

이 주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비현실적인 상품성, 상품체계의 부실과 그로

인한 의료인(의료기관)의 무관심 등이 복합된 결과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들로서는 우선 의료사고의 발생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싫어

하여 보험가입보다는 문제 발생시 환자측과 직접 협의하고자 하며 1970

년대 및 1980년대 초반까지도 의료분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 의사측으

로서는 책임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

둘째, 이 상품은 ' 63년 일본의 安田火災(株)에서 개발한 내용을 전면

수용하였으나 70년대의 이 보험에 대한 이론적 사항의 보완이나 국내의

여건에 부합하는 약관 및 요율체계(요율수준 포함)로 변형 또는 전환하

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실제 의료사고의 발생시점은 불명확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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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의료행위의 시점과 이로 인한 의료사고의 발생시점 간에는 장시간

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의 보험사고는 損

害賠償請求主義(Claim-made Basis)가 아닌 損害事故發生主義(Occurrence

Basis)를 채택한 점과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까지도 보험기간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셋째, 보험요율수준의 비현실성과 요율체계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미래의 손실발생확률을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의료관련제도 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인의 자질, 의료기관의 시

설, 의료행위의 난이도 및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의료수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상이한 일본의 체계 및 수

준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손해율 악화현상을 초래하였다.

넷째,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구의 부재를 들 수 있

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당해 의료행위와 손해간

의 因果關係나 과실유무의 판정은 보험회사의 입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동 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보험회사 공동의 심사기구가

필요하나 당시 이러한 기구의 부재가 동 보험을 부실하게 한 요인의 하

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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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거 의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

- 보상한도액

(단위 : 천원)

구 분
의료상의 사고

건물시설의 사용관리상의 사고급식 등의

사고

1사고당 보상한도액 1인당 대인1사고당 대물1사고당

병 원 1,000 3,000 500 1,000 100

의 원 1,000 3,000 500 3,000 500

주 : 최고 10배까지 가입 가능함.

자료 : 보험개발원, 「특종보험요율서」, 1984. 3.

- 보험료

(단위 : 원)

의원(1의원당) 병원 (1병상당)

일반의원 치과의원 일반병동 정신병동 결핵 및 기타병동

5,200 2,300 410 190 120

자료 : 보험개발원, 「특종보험요율서」, 1984. 3.

- 운영실적('73∼ ' 84)

(단위 : 천원, %)

구 분 기 간 계약건수 보험료 사고건수 보험금액 손해율

동 방

동 양

제 일

범 한

' 73∼' 78

'74∼' 77

'75∼' 78

' 82∼' 84

172

105

3

2

1,871

1,246

447

12

4

6

1

0

4,737

6,451

2,000

0

253.2

517.2

447.4

0

계 282 3,576 11 13,188 368.8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의료피해구제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198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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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醫療 共 濟事 業 의 運 營 經過

의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사고에 대

비한 유사보험으로서 유일한 것은 대한의학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

이 유일한 상태이다. 대한의학협회의 공제사업은 의료법 제28조 2의 규

정에 의거하여 1981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병·의원 개설의사, 근무

의사, 마취의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 設 立 目 的 및 組 織

공제회는 첫째, 의료사고분쟁시 회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고 둘째,

의사나 환자 상호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습·중재·조정에

최우선을 두며 셋째, 사건의 정도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

함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24) . 공제회는 현실적으로는 의사보호를 위

한 자구책의 성격이 강하며 환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협

의·자문 등 조정기능, 병원점거·난동·의료시설 손괴·진료방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 심사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학적·법률적 자문,

변호사 선임 등 소송사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제회의 조직은 공제사업의 주요정책과제를 심의결정하는 운영위원

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 의료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본부사무국과

지부사무국 및 주재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본부사무국에는 5-6명의 직원

이 상근하며 지부사무국에는 별도의 직원없이 시도의사회 직원이 겸직하

24)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공제회 10년,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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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로 전국적인 규모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

로 보여진다.

나 . 加 入 對 象 및 加 入 率

공제회의 가입대상은 공제회의 사업시행 초기에는 개원의사중 대한의

학협회 정기신고에 신고된 의사에 한하였으나 제4기부터는 병·의원을

개설한 의사 및 같은 병·의원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사무처에 관

계없이 마취에 종사하는 의사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제여

건상 수련의나 의료기사, 간호사등 보조인력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

서 대형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공제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의료인력중 실제 공제가입대상은 일부분으로 제한된 실정이다.

공제회의 가입은 초기에는 임의사항이었으나 1990년에 정관을 개정하

여 환자진료에 종사하는 회원은 의무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회는 가입율을 상향시키기 각 지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회원이 가입하는 시·도의 경우 면책금 30만원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

망사건의 경우 사고처리비용을 10∼50만원 추가지급하는등의 노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의 가입율은 설립후 10년동안은 50%를 상회했으

나 90년대들어 점차 가입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주이유는 공제회가입

이 형식상 의무사항이지만 미가입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공

제회의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에 불과해 실제 의료사고시 큰 효용성이 없

으며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이 표류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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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제회가입율추이

구 분 가입대상 가입자수 가입율(%)
1기∼10기 86,349 45,156 52.3

11기 11,390 5,643 49.5
12기 11,851 5,660 47.8
13기 12,383 5,576 45.0
14기 13,218 5,974 45.5
15기 13,715 6,169 45.0
16기 14,111 6,309 44.7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다 . 加 入 條 件 및 補 償 限 度 額

공제회의 가입조건은 해당 진료범위에 따라 초기에는 1종·2종·3종으

로 구분하였으나 제4기이후 이를 세분하여 1종·2종·3종·특종A·특종

B 등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1구좌당 보상한도액은 초기에는 300만원에

1인당 7구좌까지 였으나 1990년에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1인당 3구

좌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한편 기본 공제금액은 구좌당

30만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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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제회 가입종별 납부금 및 보상한도액

가입종별 적용진료범위 1구좌납부금(원) 보상한도액

1종

방사선과, 병리과에 해당하는

진료로서 주사행위를 하지 않

는 경우(주사행위 시행의 경우

2종에 해당)

60,000 1천만원

2종

3종, 특종의 진료범위에 해당되

지 않는 진료행위의 경우(1종

포함)

115,000 1천만원

3종

전신마취로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마취과의사의 경우 비가

입시 수술자가 대리 가입가능,

정신과 입원진료의 경우 성형

외과는 주치, 투약, 처치과정중

의 사고(1,2종포함)

366,000 1천만원

특종A

분만 또는 산부인과수술(13주

이하 중절술포함)을 시행하는

경우(1,2,3종포함)

653,000 1천만원

특종B

분만 또는 산부인과수술(14주

이상 28주이하 중절술포함)을

시행하는 경우(각종포함)

1,123,000 1천만원

자료 : 대한의학협회공제회제공, 1996.10.1∼1997.10.31

라 . 種 別 加 入 現 況

공제회의 종별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제2종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특종A, B의 실적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특종 A, B의 사고접보율이 높은것도 한 요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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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종별공제가입추이

구 분 1종 2종 3종 특종A 특종B 계
1기∼10기 2,525 24,358 9,067 8,237 969 41,156
비중(%) 6.1 59.2 22.0 20.0 2.4 100.0

11기 94 4,075 846 556 72 5,643
비중(%) 1.7 83.4 15.0 9.9 1.3 100.0

12기 82 4,112 838 558 70 5,660
비중(%) 1.4 72.7 14.8 9.9 1.2 100.0

13기 79 4,101 790 537 69 5,576
비중(%) 1.4 73.5 14.2 9.6 1.2 100.0

14기 100 4,367 866 565 76 5,974
비중(%) 1.6 73.1 14.5 9.5 1.3 100.0

15기 177 4,509 853 553 77 6,169
비중(%) 2.9 73.1 13.8 8.9 1.3 100.0

16기 107 4,657 884 587 74 6,309
비중(%) 1.7 73.8 14.0 9.3 1.2 100.0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①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② 자료집계의 편의상 제2기와 제3기의 특종실적은 특종A에 포함하였음.

마 . 醫 療 事 故 現 況

공제회의 사건접보율 추이를 보면 평균 5%∼6%수준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자료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접보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어 많은 의료사고가 아직도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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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공제회 사건접보율추이

구 분 가입자수 사건접보수 접보율(%)
1기∼10기 45,156 2,911 6.5

11기 5,643 309 5.5
12기 5,660 283 5.0
13기 5,576 310 5.6
14기 5,974 282 4.7
15기 6,169 319 5.2
16기 6,309 300 4.8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1) 진료 과목 별 의 료사 고

공제회의 사고 접보건수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전문과목중 산부인과의

비중이 30∼40%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외과와 정형외과

등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목이 높으며 최근에는 외과보다 정형외과의 사

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 90년대들어 대폭 늘어난 성형

외과의 사고접보가 거의 없는 것은 공제회 규약상 미용 또는 이에 준하

는 의료행위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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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진료과목별 사건접보율추이

구분
일반
진료

내과 외과
소아
과

산부
인과

이비
인후
과

안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흉부
외과

피부
·비
뇨기

신경
정신
과

성형
외과

방사
선과

계

1∼
10기 539 294 399 168 971 48 45 263 59 5 50 58 3 9 2,911

(비중) 18.5 10.1 13.7 5.8 33.4 1.6 1.5 9.0 2.0 0.2 1.7 2.0 0.1 0.3 100.0

11기 41 34 32 4 113 6 11 35 8 1 12 7 - 5 309

(비중) 13.2 11.0 10.4 1.3 36.6 1.9 3.6 11.3 2.6 0.3 3.9 2.3 - 1.6 100.0

12기 40 34 35 5 106 5 5 27 7 1 9 3 4 2 283

(비중) 14.1 12.0 12.7 1.8 37.5 1.8 1.8 9.5 2.5 0.4 3.2 1.1 1.4 0.7 100.0

13기 53 31 23 9 111 9 8 37 11 1 11 5 1 - 310

(비중) 17.1 10.0 7.4 2.9 35.8 2.9 2.6 11.9 3.5 0.3 3.5 1.6 0.3 - 100.0

14기 28 31 19 8 113 8 7 32 8 5 5 14 1 - 282

(비중) 9.9 11.0 6.7 2.8 40.0 2.8 2.5 11.3 2.8 1.8 1.8 5.0 0.4 - 100.0

15기 30 32 32 4 125 9 13 44 7 1 11 8 - 3 319

(비중) 9.4 10.0 10.0 1.3 39.2 2.8 4.1 13.8 2.2 0.3 3.4 2.5 - 0.9 100.0

16기 34 26 26 9 98 8 13 47 9 1 9 14 3 1 300

(비중) 11.3 8.7 8.7 3.0 32.7 2.7 4.3 15.7 3.0 0.3 3.0 4.7 1.0 0.3 100.0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2) 진료 유형 별 의 료사 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차이는 결국 의료행위

의 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만, 주사, 수술, 치료처치가 의료사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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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수술과 분만의 사고사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과 중절술, 정

형외과에서는 치료처치 및 수술, 내과와 소아과 영역에서는 주사, 외과에

서는 수술, 마취, 주사에서 야기된 사고가 많다. 한편 신경정신과에서는

환자의 감호부주의로 인한 자살사건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나났다.

(표 14 ) 진료유형별 사건접보율추이

구분 수술 주사 분만
치료
처치

오진
시비

환자
관리

마취 투약 중절 기타 계

1∼
10기 505 586 6 14 500 86 73 64 53 380 50 2,911

(비중) 17.3 20.1 2 1.1 17.2 3.0 2 .5 2.2 1.8 13.1 1.7 100.0

11기 6 1 60 77 42 22 9 7 6 19 6 309

(비중) 19.7 19.4 24.9 13.6 7.1 2.9 2.3 1.9 6.1 1.9 100.0

12기 69 49 67 32 20 12 4 5 25 - 283

(비중) 24.4 17.3 23.7 11.3 7.1 4.2 1.4 1.8 8.8 - 100.0

13기 67 54 7 1 49 2 1 6 4 9 29 - 3 10

(비중) 2 1.6 17.4 22.9 15.8 6.8 1.9 1.3 2.9 29.0 - 100.0

14기 69 56 70 3 1 13 15 3 3 19 3 282

(비중) 24.5 19.9 24.8 10.9 4.6 5.3 1.1 1.1 6.7 1.1 100.0

15기 74 48 68 39 22 20 8 13 27 0 3 19

(비중) 23.2 15.0 2 1.3 12.2 6.9 6.3 2.5 4.1 8.5 0 100.0

16기 85 40 50 46 20 2 1 2 10 26 0 300

(비중) 28.3 13.3 16.7 15.3 6.7 7.0 0.7 3.3 8.7 0 100.0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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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별 사건 접보 율

현재 공제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가입종별 사고접보율은 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특종B의 가입자대비 사고접보율은 16년 평균치가 24.2%

에 이르러 접보율이 제일 낮은 제2종(2.7%)의 무려 9배에 이르고 있다.

(표 15 ) 종별사건접보율추이

구 분 1종 2종 3종 특종A 특종B 계

1기∼

10기

가입자수 2,525 24,358 9,067 8,237 969 41,156
사건접보 126 764 787 1,021 213 2,911

접보율(%) 5.0 3.1 8.7 12.4 22.0 6.4

11기

가입자수 94 4,075 846 556 72 5,643
사건접보 3 111 73 104 18 309

접보율(%) 3.2 2.7 8.6 18.7 25.0 5.5

12기
가입자수 82 4,112 838 558 70 5,660
사건접보 1 87 79 102 14 283

접보율(%) 1.2 2.1 9.4 18.3 20.0 5.0

13기

가입자수 79 4,101 790 537 69 5,576

사건접보 - 100 87 103 20 310
접보율(%) - 2.4 11.0 19.2 29.0 5.6

14기
가입자수 100 4,367 866 565 76 5,974
사건접보 1 89 72 97 23 282

접보율(%) 1.0 2.0 8.3 17.2 30.3 4.7

15기

가입자수 177 4,509 853 553 77 6,169
사건접보 3 112 78 90 36 319

접보율(%) 1.7 2.5 9.1 16.3 46.8 5.2

16기
가입자수 107 4,657 884 587 74 6,309
사건접보 - 97 98 89 16 300

접보율(%) - 2.1 11.1 15.2 21.6 4.8

계

가입자수 3,164 50,179 14,144 11,593 1,407 80,487
사건접보 134 1,360 1,274 1,606 340 4,714

접보율(%) 4.2 2.7 9.0 13.9 24.2 5.9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①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② 자료집계의 편의상 제2기와 제3기의 특종실적은 특종A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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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紛 爭 處 理 現 況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사

건이 초기에 사법기관에 신고되고 있다. 공제회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데 있으나 의료분쟁의 성질상 보상액의 합리적

도출, 적정액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아래 표에

서 보는바와 같이 사건접보의 70%∼80%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내외가 기관에 피소되고 있다.

(표 16 ) 사건접보 조정처리 추이

구분 사건접보 조정 기관피소 기타

1∼10기 2,911 2,708 787 46
비중(%) 100.0 71.4 27.0 1.6

11기 309 231 73 5
비중(%) 100.0 74.8 23.6 1.6

12기 283 228 51 4
비중(%) 100.0 80.6 18.0 1.4

13기 310 244 60 6
비중(%) 100.0 78.7 19.4 1.9

14기 282 222 52 8
비중(%) 100.0 78.7 18.5 2.8

15기 319 232 59 28
비중(%) 100.0 72.7 18.5 8.8

16기 300 222 61 17
비중(%) 100.0 74.0 20.4 5.6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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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사자 합의 율

의료사고가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제회가 심사보상

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접보된 사고건수중 당사자 합의율은 제1기∼제10기에

는 76%수준이었으나 제16기에는 90.7%에 이르러 당사자합의문화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당사자합의건수 대비 공제회의 심

사보상율은 제16기에 98%수준에 이르러 보상액수는 충분치 않으나 당사자합

의건수의 대부분이 보상되고 있다. 나머지 비보상건수의 거의 대부분은 가입

종별저촉 및 비가입회원 진료등 공제회규약상 지급불가능한 것들이다.

(표 17 ) 당사자합의 및 심사보상현황

구분
사건접보수

(A)

당사자
합의보상(B)

(B/A)

공제회
심사보상(C)

(C/B)

비보상(D)
(D/B)

1∼10기 2,911 2,206 1,923 283
비중(%) - 75.8 87.2 12.8

11기 309 253 248 5
비중(%) - 819 98.0 2.0

12기 283 223 216 7
비중(%) - 78.8 96.9 3.1

13기 310 274 270 4
비중(%) - 88.4 98.5 1.5

14기 282 244 241 3
비중(%) - 86.5 98.8 1.2

15기 319 275 269 6
비중(%) - 86.2 97.8 2.2

16기 300 272 267 5
비중(%) - 90.7 98.2 1.8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제11기 : 91.11.1∼ 92.10.31, 제16기 :

96.11.1∼ 9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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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분쟁 시 합 의 및 보상 수준

의료분쟁의 처리시 합의는 주요관심사가 되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합

의25) 그 자체가 종국적인 해결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보상금액은 평균 663만원인데 비해 공제회보

상액은 평균 168만원으로 당사자임의합의액이 약 3.9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별로 살펴보면 제1기에서 제7기까지 500만원수준이던 합의액이

제8기부터는 1,000만원으로 약 2배정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 의료분쟁시 합의금액추이

(금액단위 : 만원)

구분 사건접보수
당사자임의합의 공제회보상액

건수 건당합의액 건수 건당보상액
1기 191 138 480 104 204
2기 130 94 483 74 180
3기 285 226 463 183 179
4기 323 254 480 212 163
5기 295 225 425 184 147
6기 381 265 534 241 131
7기 342 249 550 210 123
8기 366 272 899 249 130
9기 290 236 1,015 226 152
10기 308 247 1,080 240 290
계 2,911 2,206 663 1,923 168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25) 합의는 형사상합의와 민사상 합의로 구분되며 형사상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을 원치않는다는 것으로 피해자측의 감정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상합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분쟁처리시 공제회원은 자체적으로 임

의합의처리후 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액의 고액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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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형별 합의금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분만사고의

경우 합의건수가 전체의 23.2%, 금액으로는 전체의 31%정도를 차지하여

분만사고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마취와 관련된 사

고가 건당 합의액 2,200여만원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 비하여 합의액이

현저히 높으며 그 이유는 수술중 또는 수술후 마취와관련된 사망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9) 사건유형별 합의금액 및 보상현황

(금액단위 : 만원)

구분 사건접보수
당사자임의합의 공제회보상액
건수 건당합의액 건수 건당보상액

수술 505 387 764 346 184
주사 586 444 471 400 148
분만 614 511 888 463 191

치료처치 500 334 491 285 163
오진시비 86 53 352 41 120
환자관리 73 53 583 47 145

마취 64 55 2,206 45 301
투약 53 32 324 25 105
중절 380 302 481 248 134
기타 50 35 390 23 163
계 2,911 2,206 663 1,923 168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마지막으로 일반사고(이송, 후유장해, 기타)와 사망사고의 합의 수준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총접보건수 2911건중 사

망사고는 39.5%인 1,151건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건당 합의보상액은

사망사고가 1,087만원, 일반사고가 건당 350만원으로 사망사고가 3.1배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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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일반 /사망사고의 합의금액 및 보상현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사건접보수
당사자임의합의 공제회보상액

건수 건당합의액 건수 건당보상액
일반사고 1,760 1,268 350 1,120 126
사망사고 1,151 938 1,087 803 226

계 2,911 2,206 663 1,923 168

자료 :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제공

주 : 제1기∼제10기 : 81.11.1∼ 91.10.31

3 . 醫 療賠 償 責任 保 險의 必 要 性

"주부 L씨는 담도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5년여의 투병생활을 했다. 그

사이 유학을 앞두고 있던 딸은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가정은 풍비박산되었다. 그리고 어느날… 다른 병원을 찾은

L씨는 담석증 수술만으로 건강한 몸이 되었다. 오진이었다 .

겨우 14살인 H양은 혈관이 터진 것도 모르고 깁스를 하는 바람에 평

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 .

연간 접수되는 의료사고만도 천여건에 이르고, 의사 10명 중 6명이 의

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 대부분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의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은 쉽게 해결되는 경

우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997년 청년의사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병원을 찾으면서도 치료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대답한 환자

의 비율이 55.6%나 된다. 의사 자신들이 말하는 의사를 상징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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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있다. 청진기, 흰가운, 히포크라테스, 수혈… 그리고 의료사고이

다26).

이러한 의료분쟁의 해결책으로서 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가 . 醫 療 事 故 의 紛 爭 化 傾 向

의료행위가 있는 곳에서는 의료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의료행위의 대

상이 되는 인체는 체질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의료행위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의료행위 결과 나타나는 위험을 지배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 깊은 신

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

면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분쟁화된다. 의료보험의 확대보급은 진료기회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환자수의 증가로 환자와 의사 간에 접

촉이 사무적인 관계로 변화함으로써 의료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우기 병원의 대형화 및 분업화는 이러한 현상을 한층 심화시켰다.

이처럼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은 사법수단의 이용보다는 자

력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때로 자력에 의하여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병원을 점거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극단적인 행

위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료환경에서 의사는 발전된 새로운 의학

지식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소극적·방어적 진료

26)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부제 : 의료사고 (가제), 1998. 5월 26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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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됨으로써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 따라

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가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환자는 발생된 손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으

로서 의료배상배상보험은 그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나 . 司 法 手 段 을 통 한 問 題 解 決 의 어 려 움

의료분쟁을 법적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중재나 조정 또는 소송

을 통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문화는 아직까

지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익숙하지 못하고 조정, 중재등의 방법도 큰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이다.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

하다. 의료사건은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의학은 날

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므로 법관이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는 등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의료과오소송은 1심 법원에서만 통상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이 아무리 공평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도 신속하

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어서 재판의 거부와 다름이 없다(Ju stice delayed

is ju stice denied).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소송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행 민

법에 따르면 원고인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 및 발생된 손해와 의사의 과

실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의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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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소송사건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의 입증곤란, 재판의

지연 등의 요소는 신속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정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은 재판을 통하는 것보다 인정과 도리를

존중하여 원만한 해결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분쟁당사자의 우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절차면에 있어서도 조정은 입증책임과

같은 소송법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융통성있는 진행으로 구체적 사실

에 맞는 타당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

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가 서

로 양보하여 調停案에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의료분쟁의 사법적해결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배상책임보험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 損 害 賠 償 資 力 의 確 保 必 要 性

의료분쟁의 해결은 조정신청에 의하든, 소송에 의하든 궁극적으로 피

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로 귀결된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의

심각성과 중대성으로 인하여 전보되어야 할 손해액이 대단히 큰 경우가

많다. 극단적으로 한번의 의료사고로 병원의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 배상자력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배상

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비용손실을 분산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이나 의료인에게는 보험제도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보해주므로 안심하고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방어진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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