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主要國의 醫療事故賠償責任保險

1. 美 國

배상책임보험이 광범위하게 발달한 미국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은 ' 60년대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동보

험은 병원배상책임보험(Hospital Professional Professional Insurance)과

의사배상책임보험(Physician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

되며 주로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

료인의 개인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배

상책임을 담보하며 병원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 제공하는 제반 의료서비

스의 부실이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위험을 담보한다.

일반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용하며 일반배

상책임보험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일

반 배상책임사고와 의료과실 배상책임사고를 하나의 증권에 함께 담보하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과실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은 특정

한 표준약관이 아닌 보험회사별로 자사고유의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자 위험의 특성에 따른 약관(tailor made policy)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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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運 營 現 況

현재 미국의 醫療事故賠償責任保險 총수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醫師들이 所有主로 되어 있는 相互會社이다. 이는 일반

손해보험시장 또는 다른 종목의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지분이 대부분 주식

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醫療事故賠償責任保險市場이 의사소유 상호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반 상업적 보험회사에

비해 의사들 스스로 운용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위 道德的 危險

(Moral Risk)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의료지식과 같은 사전적인

정보 및 특정 의료행위 시행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의사들에 비해 훨씬 열등한 情報不均衡(information asymmetry) 현

상때문에 의사 소유의 상호회사들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점유

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 . 醫 療 過 失 賠 償 責 任 保 險 의 實 績

미국 보험시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개 9∼10%에

이르며 이중 의료사고배상보험은 ' 96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손보

시장의 약 1.8%를 점유하고,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점유율은 19.9%에 이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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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시장점유율 현황 (미국)

(단위 : 천달러, %)

연 도

종목별
1992 1993 1994 1995 1996

의료과실배상

4,133,567

(1.82)

(19.55)

4,370,812

(1.81)

(19.76)

4,780,537

(1.91)

(20.27)

4,800,552

(1.85)

(20.53)

4,875,486

(1.82)

(19.94)

일반배상

15,114,885

(6.64)

(71.50)

15,892,591

(6.58)

(71.84)

16,809,840

(6.71)

(71.28)

16,817,907

(6.48)

(71.93)

17,738,282

(6.61)

(72.5)

생산물배상

1,891,092

(0.83)

(8.95)

1,859,068

(0.77)

(8.40)

1,992,252

(0.79)

(8.45)

1,763,833

(0.68)

(7.54)

1,837,538

(0.68)

(7.52)

배상책임보험계
21,139,544

(9.29)

22,122,471

(9.16)

23,582,629

(9.41)

23,382,292

(9.00)

24,451,306

(9.10)

손해보험 전체 227,500,098 241,563,356 250,634,512 259,681,292 268,552,807

주 : * - 전체 배상책임보험시장 대비 점유율임.

자료 : Insurance Informat ion Inst it ute, 1996 Fact Book Property/ Cas ualty , 1992
- 1996.

한편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

히 증가하였고, 1996년에는 약 48억 7천달러로 전년대비 1.6%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으나 합산비율은 90년대 들어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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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실적추이 (미국 )

(단위 : 천달러, %)

연 도 수입보험료 성장율 합산비율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769,230

3,491,906

4,004,185

4,027,825

4,278,009

4,014,622

4,067,803

4,133,567

4,370,812

4,780,537

4,800,552

4,875,486

56.0

26.1

14.7

0.6

6.2

- 6.2

1.3

1.6

5.7

9.4

0.4

1.6

166.0

138.6

121.7

118.5

86.7

101.9

99.0

123.4

104.5

94.2

96.4

102.6

자료 : Insurance Informat ion Inst it ute, Fac t Book Property/ Cas ualty , 1998.,
p.27.

다 . 醫 療 賠 償 責 任 保 險 의 主 要 內 容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배상관련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

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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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擔 保範 圍

의사배상책임보험은 1배상청구당 보상한도액 및 총보상한도액을 기준

으로 하고 있다. 1배상청구당 보상한도액은 하나의 작위나 부작위로 발

생한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었고, 총보상한도액은 보험기

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1977년 1배상청구당 보상한도액은 ‘매

의료사고당 보상한도액’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보험자의 하나

의 행위로 발생하는 수개의 개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담보해야 할 가능

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27).

의사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의사 개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

행위로부터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관계로 인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인 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으

로 생긴 손해 전부를 보상한다. 그러나 피사용자의 개인적인 손해배상책

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피보험자인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만

보조자가 처치한 환자에 대해 피보험자는 알지 못하며 환자에게 개인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단과 치료 전체를 보조자에게 맡겨두고 보조자

는 피보험자의 일반적 지시에 따라서만 행위한 경우에는 보조자의 과실

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保 險事 故

미국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보험실무상 배상청구주

27) 보험개발원, “전문직배상책임보험제도의 기초적 연구,”조사자료연구

N O .12, 199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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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claim s-made basis)를 채택하고 있다. 배상청구주의약관은 청구의 장

기화를 피할 수 있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청구시한을 갖게 하고, 보험회

사로서는 보험기간내의 보험금액과 장래의 보험료율의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주의에 의할 경우 보험계

약이 유효한 동안만 담보된다는 것에 결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

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중단한 경우에 청구되는 손해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피보

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담보기간을 연장하는 배서를 통해 향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할 수 있다.

3) 免 責事 由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면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병원의 소유자 또는 임원으로서의 피보험

자의 손해배상책임 즉, 피보험자가 병원, 요양소, 침대시설을 갖춘 진료

소, 개인병원, 실험실 또는 회사의 경영자, 병원관리자 임원 또는 이사회

의 구성원, 수탁자 또는 병원장으로서 법률상 부담한 손해배상책임은 면

책된다. 둘째, 피보험자의 형사범죄로 발생한 손해나 제정법 또는 조례

위반의 결과 야기된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 셋

째, 피보험자에 의한 어떤 자의 고용중 발생한 피보험자의 피고용자에

대한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 넷째, 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로서 활동하는 보험업자가 노

동자의 보수, 실업수당, 장애연금법 또는 어떤 유사한 법률에 따라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는 어떤 채무에 대해 면책된다. 다섯째,

피보험자가 구성원, 파트너, 임원, 전문직업인 조합, 협회 또는 법인의 이

사 또는 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어떤 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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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

한 손해는 면책된다. 여섯째, 공서양속에 의거하여 또는 명백한 보험약관

상의 규정에 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

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28).

4) 기 타 의 료관 련전 문직 보험

의사를 제외한 기타 의료전문직의 위험에 대비하여 미국에는 혼합전문

직증권(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이 판매되고 있다. 동 증권은

醫師(外科醫, 內科醫, 齒科醫)배상책임보험증권에 발치료전문의

(chiropodists), 척추교정지압요법전문가(chiropractors), 간호사(nurses), 檢眼

士(optometrists),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s), 獸醫師(veterinarians)등의 고

용인에 대한 담보를 추가하고 병원배상책임보험증권에 血液銀行(blood

banks), 臨床病理室(medical or X-ray laboratories)등의 배상책임을 추가하

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라 . 醫 療 賠 償 責 任 保 險 의 危 機 와 對 應

미국의 의료과실배상책임보험은 1980년대에 손해액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후

보험회사는 의사병원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과실 사고분쟁의 규모나 건수

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不法行爲制度의 改革을 추진하였고 懲罰的 罰科

金 및 精神的被害賠償(N on-economic Dam age)에 대한 最高限度額을 制

限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1989년부터는 비록 평균 손해

28) Lon g, Row lan d H ., The Law of Liability In su rance, Vol . 2, (N ew York :

Matthew Ben d er, 1988), p p .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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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배상청구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1990년

에 이르러서는 배상청구 건수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도 개선되는 상황이

다.

Tillinghast-Tow ers Perri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과실비용은

1994년에 US$ 1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 금액에는 의료과

실에 대한 방어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이중 63%는 의사들이 부담

한 것이며 병원은 26%, 나머지 11%는 다른 의료직업 종사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평균의료과실배상금(1995년의 데이터는 집계

가 완료된 가장 최신자료임)은 US$2,148,000으로 1994년의 법원판결평균

금액 US$1,110,800에 비해 백만달러 이상이 많은 것으로 1994년의 평균

금액이 이전 5개년중 가장 낮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배상금액의

급증현상을 실감나게 한다. 1996년의 부분적인 데이터들도 배상금규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나 증가율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버니아

호스햄에 본부를 둔 Jury Verdict Research의 데이터는 1995년 의료과실

사건의 평균해결금액은 US$700,000로 1994년의 US$677,700에서 약간 증

가하였지만 여전히 1991년의 US$140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1995

년과 1996년에는 의료과실배상금의 40%가 백만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1993년 1994년의 34%, 1990년에서 1992년의 33%와 비교된다. 그러나 의

료과실에 대한 법원판결은 그리 많지 않고 그 금액도 변동이 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당국은 의료단체와 연계하여 불법

행위법(Tort Liability System)의 개선을 시도해왔으며,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과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

한 배상액의 총액제한, 비경제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제한, 비경제적

29) Insurance Informat ion Inst itute, The Fact Book 1998 (Property/ Cas ualty) , pp. 5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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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중 특정요소로 인한 손해배상액만 제한하는 방식,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 age)의 제한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30). 가장 효과적

인 개혁은 의료사고시 비경제적인 손해와 징벌적배상금에 일정한도를 두

도록 하는 것이었다. MICRA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료배상법(1975)은 이

분야의 모델법으로 비경제적 손해의 배상액을 $250,000으로 한정하고 변

호사 성공보수(contingency fee)의 누진율표 적용, 동일요소에 대한 이중

보상의 금지, 분할보상(priodic paym ents)의 허용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주에서 의료배상시장은 신규진입 보험자들로 인해

다시 경쟁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불법행위법개혁노력은 소송비용의

감소를 통해 방어진료(의료과실소송에 대비한 부가진료등 의료종사자의

사전조치비용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급증에 따라 의료과실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도 미국에서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

험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 . 日 本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중반부터 의료과오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의 책임이 엄격화되었다. 그 주이유는 의료보험제도의 확

대보급,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급증과 의사책임의 엄격화에 대처

하기 위해 의사회의 의료분쟁처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1963년 6월5일

30) Fran cis E. Sh ield s/ Sherryl R. Perry / Penrose W olf, “Profession al Liabilit

y,” The Bu sin ess In su ran ce H an dbook (H om ew ood , Illin ois: Irw in , 1981)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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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책임보험이 인가되어, 그 해 12월부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 발매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0년이 경과한 후 다

시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족되어,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

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의사 기타 의료종사자와 법인 등이 임의로 가입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과 일본의사회의 A1, A2급 회원이 자동적으로 피보험

자가 되는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31).

이 중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의사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이라 할 수 있다.

가 . 醫 師 賠 償 責 任 保 險

1) 被 保險 者

피보험자는 의료사고의 결과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써, 개인개업의의 경우는 의사, 개인병원인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원장,

의료법원이 개설한 병원이나 의원인 경우에는 의료법인 또는 관리자인

병원장이다.

2) 擔 保範 圍

담보되는 손해는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 기타 피보험자의 업무의 보조

자가 의료업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다

(의사특별약관 제1조). 손해는 환자 혹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이며, 그 외에도 환자에 대한 응급수당, 긴급처리

를 위한 비용,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피해자 문병을 위하여 지출한 비

31) 加瀨幸喜, “アメリカにおける醫師の賠償責任と保險,” 損害保險硏究 第42券

2號(1980.9), 80面.

- 70 -



용,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비용 기타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유익한 비용 등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32).

이밖에 폐업담보조항을 선택한 경우 폐업전 피보험자 또는 폐업전 그

사용인, 기타 폐업전 피보험자의 업무보조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혀 발생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

한다. 또한 의료시설 특별약관을 추가할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관리하는 의료시설과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난 음식물 등으로 인해 타인

에게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도 담보가 가능하다.

3) 保 險事 故

일본 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원인으로 된 과실행위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외에 행해져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둘째는 원인행위의 시기를 불문하고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있으

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셋째는 보험기간중에 손해의 발견이 있

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넷째는 이상의 방식을 수정 또는 통합하는

방식이다. 임의보험인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발견사고

를 말한다. 발견사고란 보험기간중에 발견된 의료사고에 기인하여 피보

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발생시가 보험기간중

이었어도 사고발견시가 보험기간 경과후라면 담보되지 않고, 사고발생시

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발견시가 보험기간중이라면 담보된다33).

4) 免 責事 由

32) 望月重樹, “ブロフェッショナル.ライアビリチィ.インシュアランス-2 醫師,”

新種·自動車保險講座 第1券(責任保險),(東京:日本評論社, 1975), 173面.
33) 望月重樹, 上揭論文, 174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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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일반책임보험의 면책사유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

면책받게 된다. 첫째 피보험자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 혹은 설비 또는 항

공기, 차량, 자동차, 선박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관기에 기인한 손해배

상책임, 둘째 명예훼손 또는 비밀누설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셋째 미용

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넷째 의료의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다섯째 소정의 면허를 가지

지 않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

해서는 면책된다.

나 . 醫 師 會 醫 師 賠 償 責 任 保 險

安田火災(株)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이 판매되자 거의 모든 도도부현의

사회에서는 의사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 위원회는 安田火災(株)

를 보완하여 의료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

회는 각 도도부현의사회의 특별위원회라는 한계 때문에 회원인 의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환자를 위한 분쟁해결에 미온적이며 안전화재(주)의 대

행기관처럼 활동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 법원에서는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

체법상으로는 의료과오론의 구성을 불법행위이론에서 채무불이행이론

으로 적용하고, 절차법상으로는 일응의 추정론 , 개연성이론 등 입증책

임경감이론을 도입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환자승소판결

을 잇달아 선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일본의사회에서는 의사

배상책임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73.7. 일본의

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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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험자

최초에 동경해상(주), 안전화재(주), 삼정해상(주), 일본화재(주)등 4개

메이저보험회사를 인수보험회사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발족시켰다가 후에 주우해상(주)이 참가하여 5개사로 늘어나게

되었다. 간사회사는 동경해상(주)이며 모든 대외적인 보험업무를 담당한

다.

2) 보 험계 약자

보험계약자는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사회다. 보험료도 역시

개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사회가 회원으로부

터 징수한 회비로 지불하고 있다.

3) 피 보험 자

피보험자는 일본의사회의 A회원(A1 및 A2회원)만이다. 일본의사회는

회비부과액에 따라 전통적으로 A, B, C회원으로 나누어 회비를 징수하

고 있다. 그 중 A회원은 개업의 또는 준개업의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B

항은 유급의 근무의, C항은 무급의 근로의다. 회비징수규정 A항은 의원,

병원의 개설자 등 이른바 개업의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

여 회비를 정하고 있다. 회비규정 A항에 해당하는 회원을 속칭 A1회원

또는 협의의 개업의라고 칭한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A회원만이 보험적용을 받기 때문, B, C회원 중에

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희망하고자 하는 의사에게는 A회원에 준

하는 회비를 받고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하고 있다. 이를 A2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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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일본의 의사는 전원이 일본의사회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회

원 모두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인

은 일본의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1988년 일본 전체 의사수는 201,658

명으로 그중 A회원은 86,646명으로써 약 43%정도이며 지금도 전체적인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

4) 담 보범 위

피보험자가 의료행위에 기인하여 발생케 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

해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해 보상하게

된다34). 이러한 손해의 범위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

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비,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고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

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피해자와 사고를

해결하는데 대한 노력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가 ) 보험기간중 의 청구사고

의료사고발생시 A1, A2(이하 A회원이라 함)회원이라도 청구시 A회원

34) 여기서 의료행위는 현재의 의학에 의해 시인되는 진찰, 치료 등의 행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스스로 행했는가 아닌가를 묻지않으며(일본의사회 의사

특별약관 제1조), 의료행위의 범위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배상책임심사회의

판정에 의한다(일본의사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운영에 관한 협정서 제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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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보험기간중

사고접보를 해두면 보험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는다.

나 ) 과 실있 는 치 료행 위

보험적용대상은 과실로 인한 의료행위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시킨 경우

로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고의

로 인한 사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시

설 등의 관리, 사용상의 사고는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시설관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5) 보 험금 지급 액

가 ) 면책금액

청구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100만엔까지

의 손해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 중 100만엔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750만엔이 청구된 경우 100만엔으로 공

제한 650만엔이 지급된다. 보험상품 중에는 위 면책금에 대비하여 한도

액을 100만엔으로 한 의사배상책임보험도 개발되어 있다.

나 )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의 수준은 A급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의료사고 1

건당 1억엔(공제금액 100만엔), 연간 총보상한도는 3억엔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소송비용은 1억엔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급된다. 예를 들

어, 배상액 1억 100만엔, 소송비용 500만엔인 경우 면책금 100만엔을 제

- 75 -



외한 1억 500만엔이 지급된다. 현재 1억엔이라는 보상한도액은 의사배상

책임보험제도의 커다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1억엔을 초과하는 판결이 적지않게 선고되고 있음에도 1973년

에 규정한 한도액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보상한도액을 인상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과 같이 무한

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6) 사 용자 책임

의사배상책임보험은 A회원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하

지 않는다. 간호사 등의 의료보조자가 A회원의 수족으로서 움직인 경우의

사고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전보할 뿐이고, 피용자인 의사가 일으킨 사

고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일의사배상책임보험은 위와 같이 현실적

으로는 보험적용대상에 제한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 其 他 醫 療 關 聯 職 賠 償 責 任 保 險

일본에는 의사배상외에도 藥劑士(1972년개발), 針術士(1972) 接骨士

(1973), 獸醫師(1974년), 理學療法士(1991), 救急救命士(1992), 老人訪問看

護事業者(1992)등 의료관련직 보험상품이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다. 이점

은 일본과 의료문화환경이 유사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유형의 보

험상품이 점차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라 . 紛 爭 調 整 機 構 의 運 營 形 態

일본의 의사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하나의 특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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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이전에 損害査定上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損害査定實

務委員會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35). 의료분쟁심사회는 의료사고

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유무를 공정하게 판정하는 기관

으로서 불필요한 소송건수 및 소송비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민법교수 2인, 변호사 2인, 법의학교수 2인 등을 임상의학교

수 4인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일본의 의료분쟁심사회 구성현황

전문직단체 구성인원(명)

일본의사회
임상의학교수4(내과2, 외과1, 산부인과 1), 법의

학교수1, 민법교수1, 변호사2

1) 분 쟁처 리절 차

의료분쟁심사회를 통한 분쟁처리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된다.

가 ) 의료사고의 접 보 , 처리위임단계

우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A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A회원은 도도부현의사회에 사고보고를 하고 처리를 부

탁한다. 도도부현의사회는 다시 일본의사회에 사고보고서 2통을 작성하

여 송부하면 일본의사회는 사고보고서 1부를 보험회사에 보내 처리를 위

임한다.

나 ) 사고조사단 계

35) 일본의 의료분쟁심사회의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의료와 법률」, 97여름호

에 게재된 신현호교수의 논문에서 인용하였음. w w w .m edikorea .n et/ m edila

w/ sum 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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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회와 보험회사와의 협력하에 조사위원회가 분쟁의 실태를 조

사하여 이를 의료분쟁심사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한다. 심사회는 법학관

련자 4명, 의학자 6명으로 구성되는 제3자기관으로서 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자는 그 결정에 구속된다.

다 ) 분쟁의 처리 , 해결 단계

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처리된다. A회원은 반드시 이러한 절차

를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독자적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한 경우

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심사결과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배상액도 아울러 결정한다. 이 금액에서 피해자와 합의되면 면책금액

100만엔을 제외한 금액이 A회원에게 지급된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직

접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A회원은 위 배상금을 초과하여 화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의 돈을 더 주고 화해한 경우의 효력이 부인되

지 않는다. 물론 심사결과 A회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A

회원은 이를 무시하고 전액 자기부담으로 환자측과 화해할 수 있다. 후

에 판결을 통하여 배상금 지급이 내려지면 판결금이 보험금으로부터 지

급된다.

2) 심 사회 의 문 제점

심사회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심사기간이 3~12개월까지 장기간 소요되

고 둘째, 심사회의 판단자료가 A회원의 보고서로 한정되기 때문에 판단

의 중립성이 우려되고 셋째, 심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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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어떻게 심사되는지 등 판단의 적정성, 공정성이 의심되고 넷째,

피해자로부터의 직접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배상액이 판

결금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3 . 獨 逸

독일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1887년 성립되었으나, 의사에게 의료과오

가 있는 경우 그는 과실치상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본인의 재정상의 결손은 보험에 부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손해배상책임부담이 그들의 치명적인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인식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됨으로써 의사배

상책임보험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으로써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 . 醫 療 事 故 實 態

독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1993년에 약 30,000건이었으며, 약

6,000여건은 소송사례을 통하여, 나머지 24,000여건은 환자와 보험회사간

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1993년의 의료사고 1건당 평균 보상금

은 약 1,300만원(167,000DM)이었으며, 건당 8억원(1백만DM)을 초과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36).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잘못된 진단과 수술

상의 실수에 기인하며, 의료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였다. 또

한 의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의도적으로 환자의 질병, 수술결과 등에 대

해서 침묵한 경우, 의사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도

포함되었다.

36) Fran kon a Versicheru n gs-AG, Foru m Beru fsh aftp flicht, N r .13, 1993, p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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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상금의 거액화

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

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출산시 손상당한 신생아의 생존확률

이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법의식 증가로 소송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고액 의료사고에 대하여 개업 산부인과의사의 보

험계약 재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37).

나 . 保 險 加 入 率

독일에서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며, 임의보험으로 운영

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강제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배상책임

보험약관(AHB)38) 및 보험계약법(VVG 제149-158조)39)에서 의사의 배상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한편 1976년제정되고 최종적으로 1993년

에 개정된 의사복무규정(der Berufsordnung der deutschen Arzte) 제8조

에서는 의사는 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0). 임의보험임에도 불구하고 95∼100%의 독일의사들은 의사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1).

다 . 醫 師 賠 償 責 任 保 險

1) 保 險契 約者

37) Schm idt, E., Arzth aftu n g: ein sch w er kalku lierbares Risiko ,

Versich eru n gskau fm an n, 8/ 94, p .28.
38) Allgem eine Bed in gu n gen für die H aftp flich tversicheru n g
39) Ver sicheru n gsvertragsgesetz
40) Flatten , a.a .O ., S.1019
41) Allianz AG, G2 H -Betr ieb, 19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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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의사 자신이며, 병원의

사의 경우 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때

로는 의사와 병원 양자가 보험계약자가 된다.

2) 保 險事 故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유효기간중에 야기한 손해사고로

제3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기 때문에(책임보험보통약관 제1조 제1호), 보험사고의 시기에 따

라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여부가 결정되며 시간적으로 손해사고가 보험

이 유효한 동안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는 손해사고이

론이 적용된다. 보험자는 책임보험보통약관의 작성과 적용시 손해사고이

론에 의거하여 보험료산정과 손해사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급부범위가 정해진다42).

3) 擔 保範 圍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개인병원의 의사 및 보조원이며, 병

원이나 병원의 법인체가 기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의사특약에 가입한 경우

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병원의 근무시간중에

정당하게 수행된 의료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의사는 배상책임을 면

제받으며, 동시에 병원의 구상권에 대해서도 면책을 적용받는다43).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실은 대인손실과 재물손실로 구분하

고 있다. 대인손실의 보상한도는 16억원(2백만DM)이 일반적이며, 담보범

42) a .a .O ., S.1020
43) Jörg Flatten , Die Arzth aftp flichtversicheru n g , Versicherungswirtschaf t,

N r .25, 1994, p p .1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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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죽음, 신체상해 및 건강

상의 손실과 건강회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소득상실에 따른 보상금, 정

신적 보상금 등이다(AHB 제1조1항). 또한 의사의 설명 태만 등과 같은

환자와 의사간에 의사소통상의 문제44) 및 의사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

로 인한 손실도 담보하고 있다. 재물손실의 보상한도는 4억원(5십만DM)

이 일반적이며, 순수한 재물손실은 잘못된 진단서의 발부, 출산시기의 오

판, 출산휴가의 과다산정 등으로 인한 손실,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다

(AHB 제1조3항).

국내에서 행한 의료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손실(AHB

제4조1항(3))과 방사선 피해로 인한 손실(AHB 제4조1항(7))도 담보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하게 시행된 불임시술의 결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는 출산에 따른 제반 비용과 아기의 양육비까지 담보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보험계약기간중에 행해진 의료행위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생한 손실도 담보하고 있다. 독일 의료사고의 50% 이상은 이러한 계

약기간 만료후에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보험계약 만료후 4.8년이 지

나서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45).

4) 보 험료

독일에서는 의사의 개인적인 자질과 의술수준은 보험료 산출시의 위험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 않으며, 단지 의료종목별 위험도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44)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를 위한 양수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서 기형

아가 태어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대인손실에 포함하고 있다 . 참조 :

H U K -Ve rb an d , Ru n d schreiben , 1984.7.
45) Ines Engelmohr, Ä rzte Zeitung , 19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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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만 하는 개업의사와 입원시설을 갖춘 개업의사에 따라서 차별된다.

예를 들어, 소아과 개업의사의 보험료는 연간 80만원(1,000DM)이며,

어느 정도의 입원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개업의사는 3천만원(38,000DM)

이다46). 개업의사에 대한 보험료는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침대수에 따

라서 차별화된다. 즉, 침대 2개까지는 기본보험료에 포함되며, 그 외에

침대 1개씩 추가시에 약 500∼600DM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산부인과의사에 대한 보험료는 높은 손해율의 증가와 더불어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에 5,900DM의 보험료가 1994년에는

25,000DM까지 약 4.2배가 증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산부인과와 같은 손해율이 높은 종목에 대

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의사는 인수하는 다른 보

험회사를 발견하더라도 높은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을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표 24) 산부인과의사배상책임보험료 증가 현황 (독일)

(단위: DM )

연 도 보험료

1989

1990

1991

1993

1994

5,900

6,200

9,600

18,500

25,000

자료: Ines Engelmohr , Ä rzte Zeitung , 1994.5.18.

46) Arzt u n d w irtsch aft, N r .13, 1993.8., p .17.

- 83 -



5) 보 험회 사 사 례

가 ) Gerlin g 보 험회사 4 7 )

의사배상책임보험과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손해건수 및 보험금은 1989년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1992

년에 208%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5년 평균 손해율이 175%에 이르러 매

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25) 의사배상책임보험실적 (독일 Gerling사)

구 분 보험료(DM )
손해상황

건수 보험금 손해율(%)

1989

1990

1991

1992

1993

5,034,564

5,987,489

10,045,760

11,710,406

17,071,918

1,154

1,387

1,624

1,966

2,224

6,187,436

7,610,153

14,656,265

24,393,630

34,607,809

122.90

127.10

145.90

208.31

202.72

합계 49,850,137 8,355 87,455,293 175.44

자료 : Gerling - Konzern Globale, Rentabilität für Heilwesen Ä rzte ,

1997.8.

47) Gerlin g보험회사는 보험료규모면에서 독일에서 4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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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V ere in t e보험회 사

( 1 ) 담보금 액 및 할인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금액은 보험사고당 대인손실은 16억원(2백만

DM), 재물손실은 4억원(5십만DM)이며, 보험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금액은 담보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는 제한규정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연간보험료를 보험계약시 선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6개월, 혹은 3개월로

분납할 경우 각각 3%, 5%의 할증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료 할인에 관해서는 최초 개업시 2년차까지 보험료의 20%를 할인

해 주며, 순보험료의 규모에 따라서 5∼25%까지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

다. 또한 보험계약기간이 5년, 10년단위의 장기인 경우에 각각 5%, 10%

의 할인이 가능하다.

(2 ) 보험료

Vereinte보험회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진료종목에 따라서 차

별화가 적용되며,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의사의 보험료

가 안과, 소아과 등의 의사보다 매우 높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형외과

개업의사가 외래진료만 하는 경우와 수술시설을 갖추고 직접 수술을 집

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별화하고 있다.

개업의사는 진료만 하는 경우와 입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의사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입원시설 규모는 침대수 2개까

지는 기본이며, 침대당 보험료가 정비례하여 할증되고 있다.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시설을 갖춘 개업의사와 그렇지 않은 개업의사의

경우, 보험료는 3배까지 차이가 있다. 자기부담금은 안과는 500DM,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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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진료종목은 2,000DM까지에 한하여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

다.

(표 26) 의사배상책임보험 실적 (독일Vereinte사 , 1994)

(단위: DM)

구 분

개업의사

진료
자기부담금

2,000DM
진료+입원

자기부담금

2,000DM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안과

소아과

입,턱,안면정형외과

기타 종목

8,489

4,299/ 8,4891 )

8,489

2,481

2,481

2,094

1,488

1,158

2,646

966

7,640

3,870

7,640

2,232

2,232

1,885

1,1903 )

1,041

2,381

819

13,340/ 4852 )

13,340/ 4852 )

24,806/ 6952 )

5,733

6,945

5,181

3,804

3,804

3,829

3,417

12,237/ 4362 )

12,237/ 4362 )

13,703/ 6242 )

5,159

6,251

4,664

3,0423 )

3,423

3,446

3,076

주 : 1) 수술하지 않음/ 수술 가능

2) 침대 2개까지/ 추가 침대당

3) 자기부담금 500DM (환율은 1998년 10월에 1DM이 약 800원임).

자료: Vereinte Versicherungs- AG, Heilwesen- Praemientarif fuer die

Allgemeine Haftpflichtversicherung , 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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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病 院 賠 償 責 任 保 險

1) 담 보위 험

독일에서 병원은 기업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for an bu siness)

에서 병원의 일반배상책임과 의사의 진료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48). 병원의 일반배상책임위험에는 시설소유·관리

배상위험, 생산물배상위험, 사용자(고용주)배상위험, 주차장위험 등이 포

함된다. 또한 병원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보조원의 의료사고 위

험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이 있다면, 의사는 안심하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고

위험의 진료행위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행위 중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은 고용주인

병원에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의사는 의료사고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 병원은 의사에 대한 구상권을 발휘할 수 없다. 병원이

의사나 의료보조원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나 의

료보조원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그러

나 대부분의 독일 병원은 의사나 의료보조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

임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48) 독일에서 독립된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기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의사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 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병원배상책임보험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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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험료

병원에 대한 보험료는 과장의사 및 의사의 수와 병원규모를 평가하는

침대수에 따라서 차별화된다. 침대 1개 추가시에 약 500∼600DM의 보험

료가 할증된다. 부장의사나 병원장의 진료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의 위험특성에 따라서 개별 산출되고 있다. 또한 자기부

담금 2,000DM까지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3) 보 험회 사 사 례

가 ) Gerlin g 보 험회사

의사배상책임보험과 병원배상책임보험의 손해건수 및 보험금은 1989년

이래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과거 5년간 평균 손

해율은 80%에 이르러 다소 안정적이다.

(표 27) 병원배상책임보험실적 (독일 Gerling사 )

구 분
보험료

DM

손해상황

건수 보험금 손해율(%)

1989

1990

1991

1992

1993

348,752

996,860

4,212,941

8,088,438

15,495,925

56

119

342

522

928

165,916

1,958,808

2,513,941

7,240,903

11,603,617

47.57

196.50

59.67

89.52

74.88

합계 29,142,916 1,967 23,483,185 80.58

자료 : Gerlin g-Konzern Globale, Rentabilität für Kran kenh äu ser , 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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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V ere in t e보험회 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과장의사와 일반의사로 구분되며, 부장의사의

경우는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과장의사는 일반

의사에 비하여 보험료가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수술

횟수의 증가와 고난도의 수술 집도에 따른 위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

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도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의 순서로 위험도

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 적용되고 있으며, 보

험료는 최저 1,690DM에서 최고 8,974DM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표 28 ) 병원배상 책임보험 실적 (독일 V ere in t e사 , 1994 )

(단위: DM )

구 분

과장의사 일반의사

보험료
자기부담금

2,000DM
보험료

자기부담금

2,000DM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안과

소아과

입, 턱, 안면정형외과

기타 종목

5,402

5,402

8,974

4,740

4,740

4,079

2,173

1,690

3,041

1,690

4,862

4,862

8,076

4,267

4,267

3,671

1,7381 )

1,521

2,737

1,521

1,896

1,896

3,142

1,659

1,659

1,428

761

592

1,064

494

1,706

1,706

2,827

1,494

1,494

1,285

-

-

958

-

주 : 1) 자기부담금 500DM, 환율은 1998년 10월에 1DM이 약 800원임.

자료: Verein te Versicheru n gs-AG, H eilw esen-Praem ientarif fu er die

Allgem ein e H aftp flichtver sich eru n g , 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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