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醫療賠償責任保險의 導入方案

의료수요와 의료인력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각종 의료사고를 낳게되고,

의료사고관련보험이 거의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 사후처리는 피

해가족의 난동과 의료인의 위축진료등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분쟁의 해결책으로 배상책

임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사회보장차원에서 해결하는 국가도 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차원의 분쟁심사위원회를 두고 동 심사회의 판정에 따라 기금에서

우선보상을 한 후 의사의 과실여부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물으며 이 부

분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49)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의학협회 공제회는 비현실적으로 낮

은 보상한도액과 50%에 못미치는 낮은 가입율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

고 S의료원등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만이 민영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병·의원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외에도 공제나 기금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보험제도

가 갖는 효용성은 이미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

와 사회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심각한 의료분쟁50)을 겪은 바 있으

49) 私法硏究會, 「不法行爲法의 諸問題 : 司法硏究2」, 三英社 85, p p .29∼30.
50) 현재 일본에서는 발생된 의료사고의 60∼70% 정도가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

되고 있다고 한다. 그 나머지가 제소되고,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1976~1990

년까지 15년간 평균 32.6%가 승소한다고 한다.

- 90 -



나 일본의사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독립된 기구인 배상책임심

사회에서 적극적인 환자구제에 나섬으로써 오늘날 병원을 점거하여 농성

을 하거나 의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은 의사회의 배상책임보험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의사배상책

임보험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의료분쟁이 해결될 수 없으며 안정된

의료권의 보장은 국민의 건강권확보에 필수적인 만큼 의료배상책임보험

의 도입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醫療紛爭調停法(案)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면책, 분쟁해결책으로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민영사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공제제도는 특정 경제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이익과 피

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가해자인 의사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함에 따라 의료사고의 공정한 심사가 어렵고 보상한도액이 낮아 보상액

의 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재보험 장치의 부재로

인한 위험분산의 미흡, 분쟁의 중재 및 조정능력의 취약으로 인한 의료

분쟁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 따라서 공제제도로서 의료사고를 무한보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결국 민영상품과의 연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된다.

1. 醫 療紛 爭 調停 法 의 動向

의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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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말부터 의료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보건복지부는 2차에 걸친 공청회와 수차에 걸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명칭으로 ' 94년 정부입법(안)

으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폐기되었고51), 1995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의

료분쟁조정법도 기금조성, 형사면책, 무과실보상책임제도 도입 등에 관하

여 의사단체와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동 법안을 다시 작성하여 1998년 정기국회

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가 . 1 998년 醫 療 紛 爭 調 整 法 (案 )의 主 要 內 容

1998년의 의료분쟁조정법은 그 동안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

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이나 의료피해구제법(안) 등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醫 療紛 爭調 停委 員會 의 設 置

법안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

시·광역시·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

정위원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료인 및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안

51) 동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초입법취지와 달리 국민들에게는 의료사고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속.공정한 배상이나 보상을 해줄 수 없으며, 의

료인에게는 공제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 의료분쟁에서 해방

되어 안심하고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여건 조성에 미흡하다는 문제

점을 들어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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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한편 의료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

기로 하고 있다(안 제7조).

2) 調 停前 置主 義

법안은 원칙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3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인 당사

자가 배상금을 완납받은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안 제24조).

3) 醫 療賠 償共 濟組 合 加 入義 務化

법안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

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피해보상의 한도액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안 제28조).

4) 醫 療關 係從 事者 의 刑 事責 任 緩 和

법안은 의료관계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관계종사자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형법 제268

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차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책임공제

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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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36조 제

2항 및 제3항). 그리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관계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료관계종

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

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36조 제4항).

나 . 法 案 의 問 題 點

1) 調 停前 置主 義

1998년의 의료분쟁조정법안에 있어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사적분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52).

2) 刑 事免 責에 대한 再考 必要

동 법안은 의료관계종사자가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 교통사고와 의 료사고의 상이

무한보험 가입을 통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전과자의 양산 예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수

52) 권오승,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 제36권 1호(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3),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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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확보 및 보험금 우선지급 제도등에 의한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의료사고는 사고빈도면에서 자동차

사고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책임법리면에서도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

임을 전제로 하고 손해사정의 특성상 자동차사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의

료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면제할 실익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 ) 사고예방의 식 약화초래

의료사고의 심각한 인명피해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공제가입으로 형사면

책을 유도하는 것은 의료인의 사고 예방의식을 약화시켜 오히려 의료사

고를 방조할 가능성이 있다.

다 ) 인명경시풍 조 조장 및 법집행상의 형 평성 결여

교통사고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과실치상을 예외없

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사

고발생의 개연성이 큰 의료사고에 대하여 공제가입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사처벌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타인에게 심

대한 고통을 준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는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3) 醫 療賠 償共 濟組 合의 非現 實性

법안에 따르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동 공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며

동제도가 모델로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와 같이 공제를 책임공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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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상)와 종합공제(무한보상)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의료인의 상호부조단체인 공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더라도 과연 고액의 의료사고손해배상액을 보상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4) 無 限補 償의 問題

동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책임공제로 하고, 종합공제의 경

우에는 조합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2조 제10호, 제11호). 그러나 무한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 ) 피해자의 균형 있는 보호에 역행

무한보상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게 되므로 조정에 불복하면 판결에

의하게 되고 자동차사고에서와 같이 판결에 의한 보상수준이 월등히 높

을 경우 소송으로의 해결이 증가될 것이며 고소득자에게는 많은 보상을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보상을 초래하여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만을 무한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나 ) 보험 (공 제 )경영 의 악화요인으로 작 용

보험금은 임금, 치료비등 항상 변동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변동요인이 즉시 보험금에 반영되고 또 보험금이 얼마가 되든 무한으로

보상하지만 원가를 구성하는 보험요율은 당국의 인가를 받을 뿐만 아니

라 물가에 대한 영향과 가입자들의 반발로 적기에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보험의 대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시될 염려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적정손해율과 실제손해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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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최근 수년간의 임금 및 치료비등의 급격한 상승은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켜 자동차보험의 적자폭을 확대시켜 손해보험 사업전체의 경영악

화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타의무보험에서도 법령상 보상한도액을 명시하

고 있으며 법령상 보상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상 보

상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상 무한보험이 관철될 경

우 보험수지상의 악화요인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적기의

요율조정 및 손해율에 따른 개별 할인·할증 제도등) 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원 인불 명 , 불가 항력 사고 등에 대한 대책 미흡

의료사고 중 상당부분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함으로서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

우 환자가족은 피해보상을 무조건 의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의료인으로서는 그 보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히

분쟁은 장기화, 폭력화로 변화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바 이 법에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환자 의

료인간의 의료분쟁이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적

인 의료사고에 대해 사회보장적차원에서 일정금액을 피해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책으로는 의료계일각에서 주장하는

기금조성53)보다는 공제조합의 책임공제료에 포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53) 기금조정방식으로는 현행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의료보험수가에 일정률의

위험부담료를 책정하여 이를 공제조합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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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民 營社 의 商 品開 發 領域

민영보험사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품개발영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안)에서 논의되는 의료공제조합의 역할과 직결된다.

따라서 먼저 동 법안의 입법내용에 따라 공제조합과 민영사의 업무관계

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의사를 제외한 유

사전문직(의료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에 대한 보험상품의 개발이며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발생가능한 여러위험에 대한

종합담보상품의 개발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 共 濟 組 合 과 의 業 務 領 域 調 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상정을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

배상을 의료공제조합을 신설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제

도는 원래 일정한 단체내에서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보

험과 같이 同質危險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大數의

法則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갹출에 대한 분담금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금

의 지급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불규칙한 사

고가 발생하여 그 배상금이 인정되는 경우 確率과 統計를 基礎로 合理的

인 갹출금과 지급금이 결정되는 보험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민영보험사는 다양한 위험를 관리해온 노하우가 축

적되고 있고,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방지하는 危險管理機能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은 대형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감당할 만한 담보력이 크게 부족한 데 비해 민영보험사는 基本擔保力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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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巨大危險을 再保險을 통해 分散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공제제도나 대한의학협회가 자체적으

로 만든 공제조합과 함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공제조합에서는 일정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책임공제를 운영하고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민영

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책임공제에는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조건부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블가항력의 사

고나 원인불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필요할 경우 민영보험사로부터도 의료배상책임보

험의 수익금중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나 . 醫 師 以 外 의 醫 療 職 種 으 로 擴 大

의료의 분업화, 전문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며 의

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보조전문직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의료관련종사자는 의사외에도 간호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등을 합

할 경우 50만명을 넘어 요율산출상의 대수의 법칙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다른 직종보다 보험에 대한 잠재수요도 많다

고 할 수 있다. 물론 의사를 제외한 의료직종의 경우 아직까지 상품개발

의 주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의사를 제외한 의료직종은 의료행

위의 주체라기 보다는 보조자역할에 머물러 위험주체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과추이를 보아 유

사한 직종에 대한 담보상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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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病 院 綜 合 保 險 商 品 의 開 發

병원이나 의원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醫療職이라는 專門職種과 관

련된 危險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의사·병원이

소유·관리하는 각종시설(주차장 및 각종부대시설위험)의 하자 또는 관

리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위험,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판매제품

의 결함으로 발생가능한 생산물위험, 병원직원의 업무상 재해사고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각종 배상책임보험

이나 산재보험, 근재보험등으로 담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특

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을 종합담보하는 보험상품(가칭 병원종합

병원)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54).

1) 施 設危 險

병원은 다른 건물이나 시설과는 달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및 입원환자외에도 외래환자와 수 많은 방문객이 드나들고 있다. 이들이

병원의 입원실, 식당, 매점, 휴게실, 복도, 주차장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다

가 시설의 하자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가

장 빈번한 사고유형은 젖어있는 복도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 엘리베

이터에 부닺히거나 끼이는 경우, 깨어진 유리조각이 바닥에 깔려있어 다

치는 경우등이며 심신이 불안정한 환자나 환자가족의 경우 자칫 대형사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사고유형으로는 병원에서 폐기처분

54) 대한재보험, 의사 및 병원의 배상책임사고위험과 적절한 보험가입방안, p p .

3∼6,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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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회용주사기로 인한 사고, 어린이 휴게실에 설치해둔 놀이기구나 시

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들 수 있다.

한편 병원측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환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병원방문객이나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끼칠수도 있으며 외부침입자에 의

하여 병원내부에서 치료중인 환자나 방문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입원실에 병원직원이 아닌 입원환자의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활동하는

경우 이들에 의한 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 또한 화재나 폭발사고시 비

상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형인명피해사고의 위험이 잠재

하고 있다.

2) 駐 車場 危險

대학병원등 종합병원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병원은 자체주차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주차장관리상의 하자로 인하

여 고객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주차요

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는 주차의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

차장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멸

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다.

3) 生 産物 危險

병원에서 발생가능한 생산물위험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사

고, 혈액이나 임상시약등으로 인한 사고, 자동판매기사고등을 들 수 있

다. 만약 음식물제공을 용역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면

쌍방간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으며 병원에서 직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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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공급할 때에는 주방시설의 위생기준 및 관련 종업원의 위생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혈액을 공급하거나 처리하는 병원의 경우

에는 특별한 관리기준과 주의가 요구되며 병원자체에서 별도의 연구기관

이나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의료기기, 임상시약을 개발·판매 또

는 제공할 경우 그로인한 생산물배상책임 위험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병원내에 커피등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여기서 판매되는 물품으로

인한 사고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使 用者 責任

병원에서 근로자가 입게되는 사고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대형쓰레

기통·산소통·세탁물·의료기기등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거나 접질리는 사고이다. 따라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병원의 경우에는 무거운 장비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상·하역할

수 있도록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음으로 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은 미끄럼 사고로 복도나 바닥에 물기가 없

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사용하고 종업원의

신발도 미끄럼방지처리가 된 신발을 착용토록 하는등의 대비가 필요하

다. 또다른 사고의 유형은 폐기처리한 일회용주사기의 바늘에 찔려 감염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고압전기장치를 이용한 의료기기·화공약품

및 가스기기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수술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

후 폐기한 마취가스에 노출될 경우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예기치 못한 유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신장 및 중추신경계에도 피해

가 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약품 및 방사선을 다루는 직원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병에 감염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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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3 . 約 款 및 料 率 體係 의 構 成方 向

의료행위는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등을 감안할 때 그 위험의 평가작업

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보험약관과 요율의 구성을 위한 과

거의 사고통계가 집적되지 못하고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

서는 기존 의사협회 공제회의 운영실적과 외국의 類似料率을 참고하여

요율수준을 정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할 수 밖

에 없다.

가 . 約 款 의 構 成

의료배상책임보험 개발시 보험약관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배상책임보

험보통약관에 의사특약등 여러특약을 첨부하는 형태가 일견 무난해 보인

다. 그러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책임공제에 대한 추가담보형태로 구성하

거나 여러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영업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의 약관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등 신규로 도

입된 의무보험의 경우 별도의 약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 保 險事 故와 擔保 範圍 의 合 理化

보험사고에 있어서는 외국과 같이 청구주의를 택하여 보험기간중의 의

료행위가 아니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보험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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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 保險 者의 事前 同意 要件 規定 化

과거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실패요인중 하나는 의사측의 과실인정에 대

한 반발문제 였다. 의사측으로서는 보험금지급의 적정성보다는 전문직업

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시 被保險者의 事前同意를 요건으로 하

도록 규정하여 의사와 보험자의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피보

험자의 동의요건을 둠으로써 의사의 명예와 신용을 고려하는 의미를 갖

게 하며, 의료분쟁의 불합리한 장기화와 소송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

기 때문이다.

3) 不 可抗 力事 故에 대한 補償

현재 의료사고 중 상당부분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함으로서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의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할 경우 피해자

에 대한 보호역할을 행하기 어려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과 유사한 무과실책임조항을 도입하

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 料 率 의 算 出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의 산정시 요율의 安定性(stability)

이나 單純性(simplicity)보다는 適應性(responsiveness) 및 損害防止促進

(prom otion of loss control)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사고의 위험은 사법환경에 따라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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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할 소지가 많으며, 현재와 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통계자료가 미

비한 상태에서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집적될때까지 요율수준을 保守的으

로 책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병·의원에 따라 의료사고의 편

차가 높을 것에 대비하여 被保險者의 損害防止勞力을 誘導하기 위한 할

인·할증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각 전문 직단 체와 의 적 극연 계를 통한 기초 요율 의 산 정

아직까지 의료사고위험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한의학협회의 통계자료나

의료사고피해자가족연합회등 민간기구의 산발적인 통계자료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외에도 내과의협회, 외과의협회, 치과의협회등

전문과목별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의료기사협회등과의 공조를 통

해 기초통계자료의 집적을 우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團體加入

을 전제로 각 단체와 保險開發院이 연계하여 각종 단체가 제시하는 과거

사고발생 분포 및 손해액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綜合的으

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保險料率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潛 在危 險의 現實 化에 대한 對備 策마 련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은폐되거나 사적인 거

래에 의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하여 일반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이미 대중화된 자동차보험의 사고처리를 통

해 사고시 배상책임을 묻는 풍토가 당연시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보험

제도가 賠償資力을 뒷받침할 경우 과거에는 유야무야 되었던 분쟁이 현

실화되고, 배상금액 역시 점차 高額化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드

러난 의료사고 발생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심각한 수지악화가 초래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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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한도액, 공제금액등의 책정시 이를 반

영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공제회의 운영

실적을 요약검토해보면 아래와같다(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2절 공제회운

영경과 참조)

- 지난 16년간의 공제회의 事件接報率 推移를 보면 평균 5%∼6%수준

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접보율이 소폭 감소

하고 있어 많은 의료사고가 아직도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 의료사고는 산부인과의 비중이 30∼40%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과와 정형외과등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목이 높은데

최근에는 외과보다 정형외과의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 진료유형별 의료사고를 살펴본면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과 중절술, 정

형외과에서는 치료처치 및 수술, 내과와 소아과 영역에서는 주사, 외

과에서는 수술, 마취, 주사에서 야기된 사고가 많다. 한편 신경정신

과에서는 환자의 감호부주의로 인한 자살사건의 빈도가 높다.

- 공제회에서 구분하고 있는 가입종별 사고접보율은 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종B의 가입자대비 사고접보율은 16년

평균치가 24.2%에 이르러 접보율이 제일 낮은 제2종(2.7%)의 무려 9

배에 이르고 있으며 1구좌당 납부금은 특종B 1,123,000원, 2종이

115,000원으로 9.8배에 이르고 있다. 이점은 진료과목별 요율등급이

현재의 공제요율보다 세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부인과와 같은

고위험 과목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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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내의 ○○사가 1998년 8월에 의사협회공제회와 공동으로 19

개항목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55).

(표 29) 개업의사의 의료분쟁경험율 및 보험인식도

구 분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일평균외래환자(의사1인당) 78.7명 50.1명 83.6명
분쟁경험율(의사1인당, 연평균) 0.19건 0.49건 0.17건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희망율 72.4% 78.2% 60.6%

희망 보상한도액 수준 137백만원 164백만원 144백만원

3) 적 정한 補償 金額 의 設 定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적정한 보상금액에 대한 검토이다. 의학

협회 공제회의 자료를 보면 제1기에서 제10기(1982-1991)까지 건당 합의

보상액은 사망사고가 1,087만원, 일반사고가 건당 350만원으로 사망사고

가 3.1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최근의 의료

사고 배상액 수준과는 거리가 멀며 위 (표 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사

들이 체감하는 보상액은 이미 1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미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이 사망기준 6,000만원이며 화재보험신배책특

약 역시 사망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상향된바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

준, 국가배상법등의 배상수준, 자동차보험등의 손해배상금액추이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배상액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공제금액 1,000만원을 적어도 3,000만원수준으로 상향하여 이를 책임공제

에서 담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민영보험사의 종합

보험으로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5)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의 개업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시행자

의 요청으로 자료출처 및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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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의료사고의 배상액수준 (한국)

사고유형 연도 법원 배상액 비고

사망 97년 서울지법 1억7천만 폭행사고로응급치료받다가사망

사망 97년 서울지법 1억 교통사고후수술받다가사망

사망 89년 서울지법 2천만 제왕절개후파상풍,폐전색사망

사망 94년 부산지법 1억3천 척추마취,피부이식술시사망

사망 85년 서울지법 570만 야구공두부외상,치료지연사망

사망 90년 부산지법 3천260만 오염된수혈,간염으로사망

사망 87년 서울고법 323만 알코홀중독자수용,추락사

사망 95년 서울고법 2천23만 당뇨병,덱사메타죤주사.혼수,사망

사망 96년 대구고법 1억3천 진정제주사후사망

사망 96년 대구고법 8천900만 술후통증발열증세후사망

사망 97년 대법원 2억1천만
감기,약물부작용으로,간질,뇌수종,

사망

사망 97년 서울지법 1천100만 심장수술직후사망,위험성축소설명

사망 92년 광주고법 3천100만 우측대퇴골술후사망

사망 85년 서울지법 1천657만 경막하출혈,치료지연으로사망

사망 94년 서울대
1천200만
(합의금)

직장암수술후사망

사망 96년 대법원 3천900만 꼬리뼈수술사망(할로탄부작용)

사망 95년 대법원
1억3천60

0만
교감신경절제술후사망

사망 96년
청주성모

병원
5천만(합

의금)
다리골절,응급조치후병실에서사망

사망 96년 대구고법 8천900만 치질수술후사망

사망 96년 부산지법 5천200만 신장이식수술후출혈사

사망 96년 대구지법 1억3천만 진정제맞고사망

사망 96년 대구고법 8천900만 수술후통증발열증세로사망

뇌손상 86년 서울지법 4천800만 손가락수술중심정지,뇌손상

뇌손상 92년 서울지법
1억1400

만
심장수술후회복중사망

뇌성마비 94년 광주지법 2억5천만 구개열수술후뇌성마비

하반신마비 97년 서울고법 1억2천만 제왕절개술후하반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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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연도 법원 배상액 비 고

하반신마비 94년 서울고법 4천500만 경추디스크수술후하반신마비

태아전신마비 97년 서울고법 4억
새벽분만환자를늦게출근신생아전신

마비

팔마비 97년 서울지법 4천 종양제거술후팔마비

사지마비 95년 서울지법 2억350만 척추측만증교정술후사지마비

하반신마비 92년 서울지법 1억7,800만 척추수술중하반신마비

하반신마비 97년 서울고법 3억2천만 제왕절개후하반신마비,배변장애

다리절단 98년 대전지법 1억3천88만 오토바이사고,적절한조치않아절단

수술부위감염 91년 대구고법
600만
(합의)

제왕절개후감염장유착

총담관
완전폐색

89년 서울지법 600만 담낭절제술후 총담관완전폐색

오진(폐암) 93년 서울지법 700만
건강진단시오진
(폐암- -정상으로)

오진(뇌종양) 90년 서울지법 450만 구토증세소아,나중에뇌종양

실명 93년 서울지법 3천2백만 미숙아치료과정 실명

에이즈감염 93년 서울지법 700만 수술시수혈로 에이즈감염

에이즈착오 97년 서울지법 1000만 에이즈음성을 양성으로 판정

하지절단 90년 광주고법 1700만 버거씨병치료지연하지절단

처녀막파열 94년 서울지법 500만 건강진단시 처녀막파열

발치후신경통 97년 서울고법 1천200만 무면허의사에게발치후신경통

분만아바뀜 97년 서울지법 8천만 병원실수로분만후아기가바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86년 인천지법 1천160만
갑상선절제술후부갑상선기능저하,발

성장애

뇌경색 94년 서울지법 8천900만
심장판막술후후유장애(뇌경색),언어

장애

자궁적출 94년 부산지법 1억2,143만 오진으로자궁적출

뇌하수체기능
저하

96년 부산지법 7천47만
분만후과도출혈,자궁적출,뇌하수체,

갑상선기능저하

유방암재발 95년 부산지법 1천400만 유방절제술후재발사망

신경이완제악
성증후군

95년 부산지법 900만
정신분열증으로입원,신경이완제악성

증후군으로사망

얼굴성형
부작용

97년 부산지법 7천만
천연두자국수술부작용,2차례레이저

치료

자료 : http :/ / user .chollian .net/ ~m50644pi/ m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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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의료사고의 배상액수준 (미국)

사고유형 백분율 평균배상액(달러) 평균배상액(천원)
사망 35% $200,000 300,000

신경손상 16% $30,000 45,000
뇌손상 13% $650,000 875,000

기도손상 6% $25,000 37,500
자각/공포 4% $18,000 27,000
눈손상 3% $21,000 31,500

태아/신생아손상 3% $352,200 528,330
두통 3% $8,500 12,750
기흉 3% $32,500 48,750

위내용물흡입 2% $120,000 180,000

자료 : http :/ / user .chollian .net/ ~m50644pi/ mos.htm

4) 割 引· 割增 率의 導入

다음으로 요율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사안은 보험가입자의 과거실적에

따른 할인·할증율(merit & demerit system)56)의 적용문제이다. 이 방식

은 현재 자동차보험(단체), 선박보험, 근재보험, 보증보험(신원보증)등에

서 사용하고 있는 경험요율제도로서 보험가입자의 危險管理意識을 고취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국시장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높은 보상

한도액으로 거의 전부보상(fu ll insurance)에 가까운 형태이며 할인·할증

율적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Danzon에 따르면 그 주이

유는 피보험자인 의사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가 쉽게 사고를 용인하는 소

위 逆方向의 道德的危險(a reverse m 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해 보

험자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57) .

56) 과거손해율에 의한 할인·할증제도는 대표적인 성과요율제도로서 책임보험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율 평가기간은 대부분 3년이며 할인할증율은

예정손해율을 기준으로 기본요율의 40%∼300%정도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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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판매초기에 손해액에 대한 완전보상형태

의 담보는 보험사입장에서 제공하기 어렵고, 예상되는 손해율악화에 대

비하기 위하여 적어도 단체가입 보험계약자에 대한 할인·할증율적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 保 險運 營 方案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토할 사항은 동 보험의 의무

보험화여부와 범위, 일본식의 단체보험운영의 필요성, 공정타당한 보상기

구의 설립등에 대한 것이다.

가 . 義 務 保 險 形 態 의 運 營

동 보험의 도입시 의무보험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어느정

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1994년 9월에 입법예고되

었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개인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환자

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는 의사배상

책임보험의 강제보험화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1998년의 醫療紛爭調停法(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안은 의무가입대상의 제한,

의무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해 명확한 표현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57) 이경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및 도입방향 , pp .11∼12. 보험조사

월보, 1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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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공제조합이 책임공제외에도 종합공제를 운

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는 被害者救濟와 관련하여 가해자

가 배상자력이 없어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측

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배상자력이 있으므로 대형

사고가 연발하지 않는 한 굳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배상은 그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각 의

료직종사자나 병원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다. 또한 보험은 배상자력의

확보 이외에도 재무관리의 일관성유지, 신속한 사고처리, 위험의 사전예

방, 위험관리의식의 고취 등 여러 기능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나아

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환자의 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義務保險論에 대한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보험의 도입단계에서는 법령상의 의무화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 행정관서의 적극적인 가입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무보험의 종류는 (표 25)와 같으며 공인회계

사, 세무사, 보험중개인등의 전문직은 관계법률에 의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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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法律上 義務保險의 種類

보험 종목 관련법 규 법령상 보 상한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 사망 : 1인당 6,000만원

- 기타 : 부상, 후유장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외

- 사망 : 1인당 1,000만원

- 기타 : 부상, 후유장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인배상 : 1인당 500만원

- 대물배상 : 1사고당 200만원

- 기타 : 부상, 후유장해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

험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사망 1인당 500만원

- 기타 : 부상, 후유장해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

배상책임보험특약

화재로인한 재해보

상과 보험가입에 관

한 법률

- 사망 : 1인당 3,000만원

- 기타 : 부상, 후유장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법
-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 각각 90

억원 한도

해외근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기타보상 : 장해, 휴업, 장제비등

선원근재보험 선원법
-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기타보상 : 장해, 휴업, 장제비등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법 - 회계사 1인당 3,000만원이상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세무사법 - 세무사 1인당 2,000만원이상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 보험업법
-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상의 영

업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가능

나 . 團 體 保 險 形 態 의 運 營

의료배상책임보험 판매시 적어도 일정기간동안은 단체보험형태로 판매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동일내용의 약관과 요율로 보험을 판매

하고 이를 幹事會社에서 관리하는 풀형태가 계약 및 손해관리 측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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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별적으

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58).

보험회사의 공동인수는 개별모집에 비하여 모집의 용이함, 모집경쟁으

로 인한 부가율의 상승억제, 협회와의 협조를 통한 분쟁의 감소, 고액계

약에 대한 재보험처리등 여러면에서 유익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공동인수

는 손보시장의 점유가 높은 대형사와 소형사간에 자사지분에 대해 의견

대립이 생기기 쉽고 적극적인 마케팅부재, 손해사정시의 적당한 타협등

여러문제가 있으므로 동 보험이 정상괘도에 오를 경우 이를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다 . 損 害 査 定 機 構 의 設 立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책임보험보다 과실인정의 범위, 인과관계문

제, 입증문제 등의 손해사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엄격히 해석한다면 피해자구제를 기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

상책임의 부담외에도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는 의사에게 부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사

실관계를 사정하고 책임유무와 범위를 판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의료인과

환자 양측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배

상책임보험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8) 미국의 경우 보험사들의 보험인수포기에 따른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하와이, 테네시 등 여러 주에서 주내 보험회사

가 공동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게 하는 공동보험업협회(Join t

Un d erw ritin g A ssociation)를 설립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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