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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가장 핵심 제도인 건강보험제

도 역에서 사법 분쟁이 증가하고,정책의 타당성에 한 사법

향력도 증가하고 있다.그러한 상황에서 사법 단이 다양

한 역에서 행해지는 구체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가 혹은 반

하는가,사법 단이 건강보험정책에 향을 어떻게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 으로 국민이 보건의료서비

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국가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여

야 하는가에 하여 시사 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사법 단의 상이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련되는 경

우,사법부는 정책의 타당성보다 좁은 개념의 법률 타당성만을

단 상으로 하 을지라도 결과 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 으

로써 정책에 힘을 실어 사례도 있고,임의 비 여 사례와 같이

정면으로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행하여진 계약의 법성을 인정하

여 정책에 변경을 래한 사례도 있다.

약가 정책에 련해서는 큰 틀에서 약제비 인하라는 방향에

해서는 지지해 사례가 많으나, 리벡 약가 인하 사례와 같이

법률 논리로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와 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매우 시

함으로써,국민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결정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 다.

법원의 패소 결 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직 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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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나 법규의 변경을 래하 고,사법 단으로 인한 압박으

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정책 이행시 반 으로 법 검토를 충실

히 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구체 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 법률 문제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존재할 경우 그에

하여 처분심의 원회 등에서 법 검토를 행함으로써 특정 정책

의 지속가능성에 향을 미치고,패소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게

한 것이다.

결국 사법이 건강보험정책과 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

는가가 문제되는바,법이 지향하는 정의,합목 성,법 안정성의

이념이 건강보험정책이 지향하는 근본 가치라 할 수 있는 사회

기본권(건강보장을 받을 권리)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 하고 보호

할 것인가에 한 고민이 지속 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요어 :법원,헌법재 소,건강보험제도,약가,보건의료정보,법규

변경,정책의 법률 문제,처분심의 원회,사회 기본

권 구

학 번 :2008-2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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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의 배경

보건의료분야,그 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분야의 법령은 정책의

방향 목표,법 으로 보장할 권리의 종류 범 ,의료서비스의 달

체계 조직,재원의 정한 분배 등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

리’를 향유하는 데 한 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

다.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정책 담당자로 하여 그 규정에 부합하게 정

책을 집행하고,법령의 근본 이념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1).

결국 정책의 집행 단계마다 법령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고 사안에 그것

을 하게 용하여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해석

용의 역할은 사법부에게 귀속된다는 에서,정책에 한 사법 향

력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법령의 내용 자체가 ‘본질 으로 요한’사항이라는 외에도

공공행정 역에서 해당 정책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지, 한 정책집행이 법 차의 원칙을 수하여 ‘측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게’되고 있는지에 한 심은 커지고 있는바,국민의 보건의

료서비스 이용권 최일선에 있으며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1)정책에 있어 법이 지닌 의미는 체로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법은

정책의 목 이고,도구이며,산물이고, 제로 하여야 할 사실이다.Strempel,

Dieter,변무웅 역(2001),“법정책의 개념에 하여.그 발생,의미 정의”,법

과 정책연구 제1집,pp.35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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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이라는 에서 행정(정책) 역에 한 법 향력이 커지는

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2).

사법 단의 일차 기능은 분쟁해결 기능이나,그 기능은 이에 머무

르지 않는다.즉,법원의 결이나 헌법재 소의 결정은 국가권력을 기반

으로 집행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행 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결정된

분쟁의 내용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설정하게 하는 일종의 ‘정책’역할을 수행한다3).이러한 소 ‘사법 극

주의’가 정당한지 여부가 더 근본 논 이겠으나,보건 분야와 련하여

이 논 을 분석하자면 국민건강보험법 체제가 출범한 2000년 이래 우리

나라 건강보험정책에서 이러한 ‘사법 극주의’의 경향이 어느 정도로,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한 황 분석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연구의 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과 련

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하는 법원의 결 헌법재 소 출범 이후인 1988년 이후 건강

2)이에 한 다른 설명으로는,정부구조가 확 됨에 따라 법 규제도 불가

피하게 확 되었고,법 규제의 확 는 결국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 분쟁을 끊임없이 야기되었다는 설명이 있다.강승식(2004),“미국 연방 법

원의 권한과 그 한계:사법심사권을 심으로”,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pp.56

9～570

3)이는 보건의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한 사회 합의 형성에 사법부도

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보험자,의료서비스 공 자, 문가를 심으로

한 보건의료 자원할당 우선순 에 하여는 이용갑 외 2(2009),“보건의료 자원

할당의 우선순 선정에서 사회 합의 모델에 한 연구”,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1호,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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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보험)과 련된 헌법재 소의 결정을 수집하여,건강보험에

하여 보건 당국이 추진하 던 주요 정책들 어떤 정책들이 사법권에

의하여 의제설정되었는지, 한 그것들이 사법 단에 의하여 지지되

었는지 혹은 반 되었는지를 살펴 보고,그 법 의미와 보건정책 함

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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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문헌고찰

제 1 이론의 토

본 연구는 ‘사법 단’,곧 ‘례’를 분석 상으로 삼고 있으나,기존

법학에서 행하여지는 ‘법 이론 근’,혹은 ‘례평석’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 다.이는 법학에서의 ‘법 이론 근’이 법학의 이론을 토 로

하여 실무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례의 태도를 고찰한 후 이론

시사 내지 의의를 찾는 구조를 취하거나,‘례 평석’이 해당 례에

용된 법 원칙 내지 법 이론을 찾아내는 구조를 취한다면4),본 연구

는 ‘사법 단’( 례)을 독립변수로 하여 그것이 정책에 미치는 향의

유무 방향을 고찰한다는 에서 구조를 달리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 으로 ‘법 정책학’ 의미에서의 사법 극주

의 토 에 기반한 연구5)와,‘행정학’의 역에서 행정과 법원과의 계

에 한 연구6)들을 심 인 토 로 분석을 시행하기로 한다.

4)구체 사례로서,후술하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 의 경우 여제한’의 문

제와 련하여 법학분야의 연구논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법 성질

보험 여 제한규정의 의의’를 일반론으로 기술한 후 ‘례의 태도’를 서술하고,

그에 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소건 (2010),“국민건

강보험법의 여제한에 한 고찰”,법조 제59권 제2호,pp.212～236

5)최양수(1978),“연방 법원이 미국의 국가정책결정에 미치는 향에 한 고

찰”,사회과학논집 제9권;차동욱(2006),“사법 극주의의 경험 분석을 한

이론 고찰”,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1호;김덕 (2000),“정책결정으로서의 사

법 결:분석모형의 논리 실설명력에 한 검증을 심으로”,한국정치학

회보 제34집 제4호

6)이선우(2004),“사법부의 결이 정부인사정책 행정행태에 미치는 향분

석‘,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1호;표시열(2005),“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

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헌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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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법 단의 향에 한 이론 이해

1.사법 단의 의미에 한 분석의 틀

‘법 이론 근’에서는 주로 개별 법 역과 직 으로 련되는 법

이론( 를 들어 조세법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소

과세 지의 원칙)을 토 로 례의 태도를 그와 비교하는 구조를 취한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은 례 자체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행정부에 한 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와는 분석의 틀

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행정부에 한 향에 해서는 그 강약에 따라 사법 극주

의와 사법소극주의가 나뉘어질 수 있는바,미국 행정학자들을 심으로

행정과 법원간의 계의 황에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Rosenbloom은 법 시각으로 행정을 본다는 것의 의미에 하

여,‘내용 인 면’에서는 헌법의 가치,특히 기본권 보장을 한 행정의

활동에,그리고 ‘차 면’에서는 당사자주의와 변론권 보장을 기 로

한 행정활동에 하여 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7).이러한 을

기 로 사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철 정도를 기 으로 사법부 개입을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8),이 연구에서는 사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는 ‘기본권’,행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으로 보고 례에

서 법원이 기본권을 하여 효율성을 다소 희생시키는 경우를 사법 극

7) Rosenbloom, David H. & Kravchuck, Robert S.(2002).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Politics,and Law in the

PublicSector,5thed.Boston:McGraw-Hill,p.33

8)김동원(2006),“행정과 법원 간 행정가치의 충돌 기본권보호의 의미”,한

국행정논집 제18권 제1호,pp.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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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으로 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사법부에 비하여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정책에 반 된 가치를 모두 ‘효율성’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

는 이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면,보건의료정책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원

리’에 기 를 두고 ‘사회 기본권’보장을 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례,특히 기본권 문제를 직 으로 다루는 헌법재 소에서 사회 기본

권 보장 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등)혹은 사회국가원리

(사회 약자 배려 원칙 등)의 구체화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도 고

찰되어야 할 것이다9).

2.사법 단이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구조 사법 정책결정

의 경험 실제

사법 단이 공공정책에 개입된 정도에 한 구조화된 틀로는 표

으로 Cannon의 분석틀(Cannon,1984:391-404)을 들 수 있는바,이 연

구에서는 다음 6가지 역의 분석틀을 심으로 사법 단을 분석하여

사법의 개입 정도를 매우 극 (High Activism), 다소 극

(Somewhatactivism), 극 이지 않음(Nonactivism)으로 구분하고 있

다10).

9)정진경(2006),“사회복지법 련 헌법재 소 례 분석:1987～ 2004년 헌법

례 황과 내용을 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pp.395～423

10)이하의 내용은 정진경(2007),“사법 단과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한 연

구”,사회복지정책 제30권,p.171～1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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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민주 차를 통하여 채택된 정책

이 사법 으로 부인된 정도를 의미한다11).이는 사법부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이나 그 하 법령에 의한

공공정책을 어느 정도로 변경하느냐에 한 것이다.국회에서 제

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반 하는 입장을 보 다면 매우 극 으

로,‘행정규칙’이나 ‘지방의회 제정 규범’에 반 하 다면 다소 극

인 것으로 해석한다.

② 해석 안정성(InterpretiveStability)-법원 결정이 이 혹은

재의 사법결정을 유지하는가 혹은 포기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의 례를 번복했다면 해석 안정성 면에서 매우 높은 극

주의에 해당하며,이 례를 고수하는 결을 했다면 비 극주의

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해석의 충실성(InterpretiveFidelity)-법 조항을 있는 그 로 용

어의 문언 의미로 해석하는지 혹은 법 제정자의 합의 의도나

목 으로 알려진 바 로 해석하는지 여부를 단한다.법 조항을

문자 그 로 해석하지 않고 의도나 목 을 부여하여 해석할 때

극주의의 정도가 높다고 한다.

④ 내용과 차의 구분(Substance-DemocraticProcessDistinction)-

사법부의 결이 단순히 민주 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외부로부터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실질 인 정

책결정 내용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이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극 태도를 취할 경우 정책결정 특히 정의(justice)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는바,이는 소수자․사회 약자에

11)사법부는 기본 으로 반다수주의 (nonmajoritarian)집단이라는 을 제

로 한다(강승식(2004), 게서,p.572).그러나 한민국 사회에서 경험 으로 이

러한 제에 동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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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정책결정에 한 참여권 등과 연 된다.

⑤ 정책의 구체성(SpecificityPolicy)-사법 단이 다른 기 이나

개인들의 재량 단에 최종 결정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구체

정책을 수립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때에 따라서는 사법결정이 구체

인 법률 조항의 의미를 명시하는 등 특정 정책의 수행이나 매우

구체 인 내용을 행정부 등에 명령하기도 한다12).

⑥ 안 정책 결정자로서의 가능성(AvailabilityofanAlternative

Policymaker)-사법 결정이 다른 국가기 이 같은 문제에 하

여 고민하는 것을 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와 련하여 분석틀을 용하여 보면 우선 ‘다수결주

의’와 련하여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행정부의 명령,규칙,고시,지

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책이 사법 단의 상이 되었을 때 법원이

어느 정도나 그것을 지지 혹은 번복하 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고,이는

행정부의 승․패소율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과 차의 구분’과 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소수자 혹은

사회 약자 배려’혹은 정책결정에 한 ‘참여권’문제가 의제설정된

바가 얼마나 있는지,얼마나 소수자 배려 혹은 참여권 확 를 지지하

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에서 살펴 본 사법 단의 개입 정도에 한 분석틀과 련

12)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 표 으로 보건복지부장 의

요양기 에 한 업무정지처분 혹은 이에 갈음한 과징 부과처분의 경우 법 규

정상 ‘～할 수 있다’는 ‘재량’행 로 되어 있어,그 처분에 일부취소사유가 있더

라도 법원이 일부취소사유가 있는 부분만을 취소시켜 사실상 처분을 결정해 주

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처분 체를 취소시켜 행정청이 다시 ‘재량’을 가지고

재처분을 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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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 논의와는 다른 흐름으로,사법 정책결정의 ‘경험 실제’

를 분석한 미국 학자들의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RobertDahl은 미국 연방 법원을 국 인 정책형성자로 상정하는데

법원도 논쟁 인 국가 의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결정이 필연

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정치 효과를 낳는다는 을 제하면서,미국

연방 법원은 당 지배 정치세력의 일부로서 정치세력이 추진하는 주

요 정책의 트 로서 기능하여 왔다고 주장하 다13).즉 법원이 소수

의 권리보호를 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 된 법률 그에 근거한

하 규범들에 반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Dahl은 자신이 상정한 167년의 기간 동안 86개의 헌결정을 검토하

면서,미연방 법원의 정책 조망은 당시 미국에서 지배 인 정치세력

의 입장으로부터 결코 동떨어진 것일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즉 주요

정책에 있어 확고하고 지속 인 다수의 정치세력에 반하여 헌법재 소가

자신의 정책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 가장 직 으로 사법 정책결정에 하여 경험 으로 연구한

Rosenberg14)는 국 인 향력을 갖는 정책변화에 있어 법원이 어떠

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한다.일례로 공공교육의 역에서 인종차별

인 ‘분리하되 동등하게’라는 원칙을 폐기시킨 'Brown vs.Board of

Education(1954)'결정을 분석하며,‘법원의 정책 결정이 이슈를

13)RobertDahl(1957),"Decision-Making in a Democracy:The Supreme

CourtasNationalPolicy-Maker",JournalofPubliclaw 6(1957),p.282,

pp.293-294,; 정 (2011)“헌법재 소에 의한 사법 정책결정의 배경과 한

계 -정당성과 능력문제를 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p.294에서

재인용

14)GeraldN.Rosenberg(1991),TheHollow Hope:CanCourtBringAbout

SocialChange?,(Chicago:TheUniversity ofChicago),pp.39-51,pp.

109-162,pp.202-265.; 정 (2011), 게서,pp.307～3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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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고 정치엘리트로 하여 행동하게 추동하거나 백인들의 양심

을 일깨우고 흑인들의 불만에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가설은 실증되지 않

으며, 법원의 결정은 여러 사회경제 변화와 의회․ 행정부 입장의

변화를 반 한 것일 뿐 변화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한

낙태법을 무효화시킨 법원 결정(Roevs.Wade[1973]사건)에 해서도,

법원이 그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연방에서 정치 반

가 많지 않았고, 련 직업 엘리트들과 사회운동가 사이에 상당한 지지

가 있었으며 라이버시 역과 련한 요한 선례가 존재했다는 ,

즉 사회환경 변화가 법원결정과는 독립 으로 작용했고 정부의 개입

행 도 이미 법원 결정 이 에 이 졌다는 을 지 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시사 에 기 하여 보건 ,우선 우리의 건강보험 분

야에서 가 소수이고 다수인지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결국 Robert

Dahl이나 Rosenberg는 사법부는 결국 ‘보수 ’ 결을 행하 을 뿐이라

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여기에는 ‘다수’가 지배 정치세력이며,법률

에는 그러한 다수의 의사가 반 되어 있다는 제가 깔려 있다.그러나

특히 의료인측과 환자측의 이해 계가 립되는 역에서 행 법률이

문자 그 로의 의미로 ‘다수’인 환자측의 의사를 반 하고 있다고 단언하

기는 어렵다.결국 다수,소수의 문제는 역학 계까지를 고려하여 실제로

법률이 구의 의사를 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사법부가 내린 단이 정책을 지지하든 변경하든,즉 어떤

방향으로든 향15)을 미쳤는지를 보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가 내린 단

15)법원에서 행정청 패소 결을 내렸다고 하여 무조건 ‘향’을 미친다고 볼 수

는 없다.행정청 패소 결에서도 해당 사안에 국한되어 의미를 가질 뿐, 효

과는 거의 없는 것들도 있다.일례로 「제재 행정처분에서는 처분사유로 된

반행 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 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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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극 으로 구를 한 것이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사법 단과 정책을 연결시킴에 있어 그 인과 계를 논증하려면

사법 단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 ’에 한 보다 심도있는

고찰도 필요하다.

3.‘정책’에 미친 향의 측정

정책 특히 건강보험정책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측정16)할

수 있는 측정도구와 자료는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서,이 역에서는 투

입 측면을 주로 변화양상을 살펴 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17). 를

들면 GDP 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규모의 변화 양상을 보는 것이

표 이다.

일반 으로 어떤 자원의 투입․변화에 상응하여 정책 변화를 측정한

다면,‘건강보험의 여러 부문 보건복지부 등이 어느 부문에 산을 가

장 많이 투입․사용하게 되었는가’,혹은 조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단하여야 한다」( 법원 2006.

2.9.선고 2005두11982 결 등)는 제 하에 구체 사안에서 그 사안만의 특

수한 사정을 고려한 결과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부 등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다’고 하여 행정부 패소 결이 내려지는 경우

가 다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10.28.선고 2011구합18847 결 등).이 경우

행정부 등의 처분이 재량행 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서 구체 처분

을 다시 정하여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결문의 취지를 반 하여 재처

분을 하게 된다.이런 경우는 그 사안만의 특수한 사정이 제된 것이므로,

효과가 크지 않고 해당 사안의 구체 타당성을 도모하는 수 에서 종결되는

것이다.

16)강은숙(2002),“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 분석”,한국사회와 행정 연

구 제13권 제1호;김행열(2006),“국민건강보험정책 결정요인 분석”,한국거버

스학회보 제13권 제2호

17)홍경 ,송호근(200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1990년 이후를

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제55권,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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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어떤 부서에 문인력이 배치되고 증원이 되었는가’등을 보는 것

이 정책에 미친 향의 측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법 용 해석’의 문제인 사법 단을 독

립변수로 하여 정책에 미친 향을 측정한다면 그 사법 단에 하여

행정부가 어떻게 응했는가가 문제이다.

실제로 행정부에서 정책을 설계·집행할 때 사법 단이 부정 으로

내려질 가능성에 하여 느끼는 압박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그런 압박

감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행정부 내부의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 하여 법규 교육 등을 실

시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바,그 구체 실태를 살펴 본다.

한 내부 회의 등 과정을 거쳐 결국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그

하 규범을 바꾸게 되기도 하는바,그 사례도 살펴 보도록 한다.실제로

정진경(2007:175～177)은 헌법재 소의 헌결정 이후 법령 등의 개정

여부를 살펴 보는 연구 방식을 취하 다.

4.사법 단과 정책의 변화의 인과 계

사법 단의 상 자체가 정면으로 ‘정책’의 법 여부(법에 합치하

는가 아닌가의 문제이지만 궁극 으로는 當否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

는)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특히 당연요양기 제,법의 범 밖에서

환자와의 합의로 진료비를 징수하는 비 여(임의 비 여)등 건강보험정

책의 큰 틀과 련된 사안들은 부분 그러하다18)는 에서,사법

18)이는 소 미국에서의 제도개 소송(InstitutionalReform Litigation)의 성격

을 띠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제도개 소송은 소송의 목 이 실 으로 손해

를 입은 개인의 구제보다도 그러한 권리침해를 야기시키는 제도 그 자체의 개

정을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서원우(2005),“미국에 있어서의 사법의 공

공정책 형성”,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1호,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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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정책의 변화와의 인과 계의 기 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에서 살펴 본 Rosenberg(1991,39～51)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미 사법외 상황이 무르익어서 사법 단이 그를 반 한 것일 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에서 과연 사법 단이 정책변화의 독립변수

로서 기능하는 것인가라는 ‘기 ’에 한 부분은 여 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

한 행정의 집행 단계에서도 ‘법 단’이 필요하고,그에 하여 다

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법원의 단을 통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

지속여부를 설정하려 하 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그 게 하여 만약

행정의 역에서 행한 ‘법 단’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법원의 단이

내려졌을 경우 그 단은 직 으로 정책 변경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

다.19)

Rosenberg(1991,39～51)의 결론과 달리,사법 단으로 인하여 보

건복지부 등 주최의 토론회,심포지엄,포럼 등이 열리는 등 사회 의제

설정과정을 거쳐 정책의 변화를 래하는 구조를 취한 사례20),즉 사법

19)일례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조사실 직원들은

월 1～2회 의료기 약국의 보험 여에 한 사항을 검하는 지조사 결

과를 검하며 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사안에 하여 토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그 회의에 변호사 1인이 의무 으로 참가하여 법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법 의견이 부정 이어도 정책 결정자들은 일단

정책의 목 에 부합하는 처분을 행한 뒤 향후 법원에서 문제가 되어 그 법성

이 부인되었을 때 정책을 다시 변경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20)후술하는 바와 같이,의료기 에서 요양 여기 등에 반하여 원외처방한

약제비에 하여 가 어떠한 근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8.

28.선고 2007가합8006 결)이 행하여진 후 2008.1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

로 그에 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임의 비 여에 하여 의료계와 행정부측



-14-

단이 정책 변화와 직결되는 경우는 아니었을 지라도 간 인 원인

제공을 한 사례는 없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에 갈등이 심해지자 2010년 국회의원 정하균 주최의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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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우선 헌법재 소 결정의 경우는 헌법재 소 출범 이래 키워드를 ‘건강

보험,의료보험’으로 검색된 사례에서 -건강보험,의료보험정책과 무

한 사례를 제외하고 -어떤 부분이 의제설정이 되었고 이에 한 사법

단은 어떠했는지, 한 그 단이 정책에 향을 미친 바가 있었는

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 다.

법원의 결에 해서는 법원도서 에서 제공하는 례 열람 시스템

을 통하여,2001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가 보건복지부장 이었던 사건,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던 사건을 검색하여 법원을 통하여 제

공받은 례 례검색시스템(www.lawnb.com)에서 키워드를 ‘건강보

험’,‘의료보험’으로 하여 검색한 례들을 분석 상으로 하 다.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사건은 보건복지부장 과 공동피고인 사

건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해서는 독자 의미는 없는 것

이 부분21)이었고,사례 자체가 특수한 상황22)에서의 징수․환수처분의

21)동일한 지조사의 기회에 발된 동일한 사유에 기한 법한 요양 여비

용청구사실에 하여,처분의 종류만 보건복지부장 의 업무정지 혹은 과징 부

과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환수)처분으로 이원화된 사례를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하게 지 된 요양 여비용을 원상태로 되돌

린다는 의미로 부당이득 징수(환수)처분을 하는 것이고,보건복지부장 은 ‘

법한 요양 여비용 청구’사실에 하여 제재 의미로 업무정지 혹은 과징 부

과처분을 하는 것이다.

22)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립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甲이 별도의 여를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 하는 사

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수가 지 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甲에게 정산보험료를 부

과한 사안에서,사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운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인

甲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용된다고 한 사례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보수월액의 산정 보수가 지 되지 아니하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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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當否)에 한 사건이 많았으므로,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하는 사례 독자 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소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사건,‘원료직 생산의약품 특례 용으로 인한 이익’환수 사건,‘건강검

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청구분’환수 사건 등)만을 상으로 삼았다.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국민건강보험법 역사와 해설’

(2011)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국민건강보험법 해설’(2011),

한의사 회에서 발간한 ‘국민건강보험 법령․ 례 해설’(2009)에 실린

례도 참조하 다.

사례의 분류는 상 자체가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다루고 있어서 보

건정책 으로 의미가 있는 사례를 심으로,건강보험과 련된 개별

제도의 당부가 문제된 사례23)보다는 국민이 건강보장을 받을 권리와 직

으로 련성을 갖는 사례들을 분석 상으로 삼았는바,사법 단

의 상이 된 국민의 법 지 를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환자)로서의

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 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

①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 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

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이 경우 보수월액의 용기간 변경 차등은 제34조 내

지 제36조의 규정을 용한다.

1.당해연도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 인 자

료에 의하여 확인된 액

2.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 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 액

②제1항제1호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 액 는 동항제2호의 신고 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

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23) 를 들면 보건복지부장 이 행하는 요양기 등에 한 지조사와 련

하여, 지조사의 기법상 요양기 이 부당내역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지

나치게 의존하고, 수조사가 아닌 ‘추정’이 개입되는 것의 법성이 다투어진

사례, 지조사 결과 업무정지 혹은 과징 부과처분을 할 경우 요양기 이 의견

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가 문제된 사례 등은 개별 제도 자

체가 법 으로도 정당성을 지지받고 있는지에 한 것으로 의미가 있기는 하나,

사법 단에 의한 정책 변경 사례와 련하여 간략하게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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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제의 소비자로서의 지 ’,‘보건의료분야에 한 정보에 하여

알 권리를 갖는 참여자로서의 지 ’로 크게 나 어 각각에 해당되는 사

례에서 무엇이 쟁 이 되었으며,사법 단이 갖는 법 의미 보건

정책 함의는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 다.

례의 해석 법률 의미 분석에 한 객 성 담보를 하여 의료

련 행정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토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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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 헌법재 소 결정의 분석

헌법재 소의 결정 ‘건강보험’,‘의료보험’에 한 것은 81건이었는

데,그 각하된 건이 5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 고,기각(합헌)결정이

23건24),한정 헌이 1건, 헌은 3건으로 집계되었다.

각하 결정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해당 법령이나 처분 등이 헌법에 보

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하여 본격 으로 단을 받아 보지 못하

고,형식 요건 불비로 ‘법 단’의 상 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

다는 것으로,만약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 으로 의미가 있었을

사안도 있다는 에서 사법 단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1.건강보험 제도가 제도권 내 사람들을 공평하게 취 하고 있는가.

가.논의의 배경

2000년 건강보험법 체계 출범에 즈음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통합하면서,각각에 속한 가입자들에 하여 보

험료 부과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다.그것이 정책

으로 정당한가하는 문제의 논의와 더불어 법률 으로도 건강보험체계

에 속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던바,그

24)하나의 결정문에 기각,각하 결정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이에 하여

는 건강보험정책과 연 된 분야와 련하여 실체 단이 있다면 ‘기각’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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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헌법재 소의 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

나.법률 단 의미

헌법재 소는 우선 의료보험수 권의 법 성격을 의료보험법상 ‘재산

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라고 명시하 다.

법 평등은 무조건 동일한 취 이 아니며,문제가 된 상들 간에

‘본질 차이’가 있으면 ‘차별 취 ’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이 사

안에서도 헌법재 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 악률,

소득신고의 방법,소득결정방법,보험료 부과 상소득의 발생시 등에서

근본 차이가 있다고 지 하면서,법상 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식 으로

는 소득을 단일기 으로 하면서도 와 같이 소득형태,소득 악률25)등

의 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다르게 취 하여야 할 ‘본질 차

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을 달리하도록 한 것 자

체에는 평등원칙의 에서 하자가 없다고 시하 다. 한 지역가입

자의 객 소득 악을 하여 법이 유 기간을 두고 있는 과 재정운

원회라는 논의기구가 있다는 을 들어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분담율을 합리 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에 한 측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차이와 련

하여 헌법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헌법재 소

2000.6.29.99헌마289).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해서는 의료보험 통합시

25)이 당시 헌법재 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100% 악되는데 반하여,지역

가입자의 소득은 도시자 업자 농어민의 경우 각 23% 55%, 체평균으

로 약 28%에 그치기 때문에,소득 악율(과세자료 보유율)에 있어서 직장가입

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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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 으로 헌법쟁송이 제기되었던바,

부분 형식 요건 불비로 각하된 사례가 많으나,형식 요건을 갖춘 사

례에서도 헌법재 소는 사례와 유사한 이유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악된 실소득을 기 으로,지역가입자는 추정소득을 기 으로 하는 것이

평등원칙 배라 할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헌법재 소 2003.10.30.

2000헌마801).

다.보건정책 함의

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담의 체계가 합한 것인지, 한 형평

에 부합하는지에 하여 지속 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개선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헌법재 소의 입장이 근본 으로 타당한

지는 의문이다.즉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법

지 가 ‘본질상’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에도,소득 악 등의 ‘실

어려움’을 차별취 을 정당화하는 ‘본질 차이’로 단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국민들을 그 제도에 의무 으

로 편입시키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가.논의의 배경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하여 의료보장시스템을 갖출 때,꼭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체계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다른 안들도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체계를 선택한

것이고,그 제도에 의료서비스 공 자나 수요자 모두 의무 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것이 정책 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해서는 2008년 우리나라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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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의료보험 개 이 추진되면서 당시 우리 사회에

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법 으로는 제도 선택 기부터 헌법소원이 제

기된 바 있다.

나.법률 단 의미

우선 가입자 측면에서 건강보험에 의무 으로 (강제)가입하도록 한 것

이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당하지 않을 자유 보험료부과와 련하

여 정당한 사유 없는 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가 아

닌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하여 헌법재 소는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가 ‘소득수 이나 질

병 험도에 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제하고,건강보험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보험에 맡기면 상 으로 질병 험이 높거나 소득수 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와 같

은 목 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따라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을 자유,정당한 사유 없는

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재산권에 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긴 하

나,정당한 국가목 을 달성하기 하여 부득이한 것이라고 본 것이

다26).

아울러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공과 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

성격을 지닌 공과 이고,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보험료와 보험 여간 등가원칙)과 ‘사회연 의 원칙’(사회

26)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

지 는 공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즉 국민의 권

리는 정당한 목 을 하여, 정한 수단으로,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여 과잉

지원칙에 반하지 않게 제한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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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리)이라는 을 지 하면서,보험자의 수입이 보험 여를 포함한

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하며,사회

연 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는 정당화된다고 시

하 다(헌법재 소 2002.10.31.99헌바76,2000헌마505[병합]).

한편 모든 국민들을 공 의료보장체계에 편입시키기 해서는 의료기

·약국 등 의료서비스 공 자를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것 한 건이

라고 할 수 있는데,이에 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 ·

약국 등은 건강보험체계 내의 요양기 으로 당연히 포섭되도록 하는 시

스템에 하여도 법률 정당성이 문제된 바 있다27).

헌법재 소는 이에 하여 「강제지정제는 요양 여에 필요한 의료기

을 확보하여 피보험자인 국민의 의료보험수 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강제지정제가 그러한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국민(요양기 측)의 기본권을 가장 게 침해하는 수단인지에 해서

-2인의 헌 의견이 있기는 하 으나28)-의료기 의 직업행사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기능확보라

는 한 공익실 을 한 것으로 과도한 침해가 아니며」,요양 여의

27)과거에는 ‘강제지정제’형식이었으나, 재는 ‘당연요양기 제’시스템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과거 ‘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서 의료

보험 요양기 의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임한 것에 해서헌법재 소에서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을

근거로 ‘헌’결정함으로써(헌법재 소 2002.6.27.2001헌가30),국민건강보험

법이 ‘지정제’가 아닌 ‘당연요양기 제’를 취하도록 하는 직 계기를 만들었

다.

28)재 한 ,권성은 반 의견에서 ‘요양기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 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 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그 채택이 주 되는 수단이고 둘째로 획일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 성과가 상 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는 이유로,이는 헌법상

의 과잉 지의 원칙에 어 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 제

도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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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과 비 여의 가능성을 통하여 의료기 사이의 실질 차이는

반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헌법재 소

2002.10.31.99헌바76,2000헌마505[병합]).

다.보건정책 함의

국가가 의료보장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한가에 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본질 으로 사법부가 그에 하여 정답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다.결국,사법부는 정책 으로 선택된 방안에

하여 ‘법률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단하는 것인데,엄 하게

그 단 상이 ‘법률 ’문제 유무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실 으로는

‘정책 자체에 한 정당성’ 단에까지 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29).

사안에서도 결과 으로 헌법재 소는 건강보험제도라는 큰 틀이

국민이 보편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유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

장을 취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결과를 래하 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 역 건강 부문에서는 최소한 ‘아

때 경제 제약 등에 구애받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가에

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바,이는 어떠한 방식으

로든 국가가 건강보장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법 단은 그러한

체계로 국가가 택한 수단이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는지에 한정되나,결국 정책 사안에 하여 헌법재 소

29)유사한 사례로 2010.12.3.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내려진 4 강 사업

련 첫 결에서 법원의 단 상이 된 것은 국가재정법 반 여부,하천법 반

여부,환경 향평가법 반 여부,문화재보호법 반 여부 등에 한 항목이었

으나,그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결과는 4 강 사업의 정책 정당성 문제에까

지 사실 향을 끼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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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으로 힘을 실어 으로써 정책에 향을 미친 것이다.

한 건강보험체계를 실효 으로 운 하기 하여 의료공 자를 모두 체

계 내로 포섭하는 것은 당연한 제라고 볼 수 있는바,헌법재 소의

단 상은 의료기 의 직업행사의 자유 등 제한 여부에 제한되었을지라

도,결과 으로 단을 통하여 당연요양기 제 한 정당성 확보에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 소의 역할은 한계도 분명하다.사회 으로 이슈

화되었을 때 법 단을 내림으로써 향을 미치기는 하나,시간이 흐

르고 사회 담론 환경이 달라질 경우 의 례가 지속 으로 힘을

갖지는 못한다는 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3.국가는 사회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하여야 하는가.

가.논의의 배경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 달리,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재 소의 사법 단은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하여 어도 하고 효율 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

는가’(이른바 ‘과소보호 지의 원칙’)에 한정된다30).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취

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으로 부 합하거나 불충분한

30)성낙인(2003),헌법학,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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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헌법재 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 소 2008.12.26.2008헌마419·423·436[병합]등).

특히 사회 기본권에 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한 ‘과소

보호 지의 원칙’이 갖는 의미가 더욱 축소될 여지가 있는바,사회 기

본권 자체가 자유권 기본권 등과 달리 국가정책의 입법 반 을 통하

여만 구체화될 수 있는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이다31).헌법재 소는 사회

기본권에 해서도,‘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한 헌법

의무를 다하 는지 여부가 사법 심사의 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

계보호를 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 거나 그 내용이 히 불합리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

여 헌법에 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헌법재 소 1997.5.29.94

헌마33).

이와 련하여 행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과 이원 체계로 운 하

고 있는 의료 여제도에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가 문제된 최근의 사례

가 있다.의료 여는 본인부담이 없어 상자들의 도덕 해이가 지속

으로 문제가 되어 왔는데,이에 정책 으로 의료 여 1종 수 권자들에

하여 의료 여 일부 는 부를 수 권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

고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여 그 선택한 곳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만 진료

비 액을 면제받도록 정책을 변경하자,그것이 의료 여수 권을 침해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합리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헌

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나.법률 단 의미

31)성낙인(2003), 게서



-26-

헌법재 소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다소 의료 여수 권에 제한을

래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실 하여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의 ‘객 내용

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 다고 볼 수는 없고,건강보험가입자

들과 의료 여 수 권자는 의료보장의 상이라는 공통 외에는 선정방

법,법 지 ,재원조달방식,자기기여에 있어 명확히 구분되므로 본질

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할 수 없어 의료 여 수 권자에 하여 선

택병의원 제도 비 여항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헌법재 소 2009.11.26.2007헌마

734).

이 역시 도덕 해이 방지라는 정책 목 을 하여 국가가 택한 수

단이 의료 여수 권자에 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객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만 단한 것으

로,기본권보호의무에 한 사법 심사의 한계를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보건정책 함의

건강권은 다른 기본권의 제가 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따

라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단할 때도, 재 헌법재 소

가 취하고 있는 ‘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

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반을 단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 이

라고 볼 수 있다.

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보험수 권자의 계에 해서도,물론 이

두 집단은 재원 등을 달리하는 집단임에는 틀림없지만,국가의 기본권보

호의무와 련하여 오히려 의료보험수 권자에 한 보호의무정도가 정

책 으로 강하게 요구될 수 있다는 에서, 헌법재 소의 사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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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본권의 보호범 확 라는 극 입장을 취하기보다 다소 보수

성을 띤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국가가 의료인의 의료행 를 건강보험제도로써 제한할 수 있는가.

가.논의의 배경

최근 들어 가장 핵심 쟁 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행

’를 건강보험체계를 통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소 ‘임의 비 여’의 문

제)에 한 것이다.

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요양 여 상과 비 여 상이 있는바,요양

여 상에 하여는 목록 그에 소요되는 시간,자원 등의 양을 고려한

상 가치 수, 수당 단가로써 비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비 여 상

에 하여는 비용통제 없이 비 여로 비용 징수할 수 있는 ‘상’(목록)

만을 법령에서 리(그러한 비 여를 ‘법정 비 여’라 한다)하고 있다.

임의 비 여는 요양기 과 환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거나 혹은 합의 없

이,법정 비 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요양기 이 임의로 요양

여기 이나 진료수가기 이 정하는 기 이나 차를 배하여 환자로부

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표 유형으로는 여기 과시 비 여 비용 징수,약품에 한 식

약청 허가사항 과시 비 여 비용 징수, 여사항임에도 그에 한 기

을 수하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비용이 삭감될 것을 피

하기 하여 아 환자에게 비 여 비용 징수,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있

어 별도로 여비용을 산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에 하여 비 여 비용

징수,사실상 선택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만들어 놓고 그에 하여 비

여 처리하는 비용 징수, 여․비 여 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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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약제․치료재료에 하여 요양 여 상 정 여부를 거치는 차

를 밟지 않은 채 바로 비 여 비용 징수하는 사례 등이 있다.

헌법재 소에서 문제된 표 사례로는,소아과 문의인 청구인이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그 하 법령

의 임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요양 여행 그 상

가치 수’에서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을 반하여 그 검사항목 수를

과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 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자,해당 고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직업수행의 자유,재

산권 국민의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나.법률 단 의미

사례는 ‘건강보험요양 여행 그 상 가치 수고시 헌확

인’(헌법재 소 2007.8.30.2006헌마417)사건으로,다수의견에서는 이

사건 고시의 비례의 원칙32) 반 여부를 다음과 같이 단하 다.

(1)목 의 정당성 -국민건강보험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

의 보건에 한 국가의 보호를 구 하기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 은,법이 요양 여의 기 을 법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

로,불필요한 요양 여를 방지하고 요양 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

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 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입법목 은 정당하다.

(2)검사방법 제한의 성 -이 사건 고시는 와 같은 입법목 을

32)법학에서 비례의 원칙 반 여부는 목 의 정당성,수단의 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기 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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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해서 알 르기 질환을 진단하기 한 검사방법의 항목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바,이러한 방법은 이 사건 고시의 입법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하고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알 르기 질환 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은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확실

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아토피 피

부염에 한 검사방법을 제한하면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내기 어

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 되는

보험제도이므로 보험료 수입과 보험 여 사이의 수지균형을 맞추어야 한

다. 한,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반 이고 보편 인 수 의

요양 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이므로,특수한 질병에 한 요양

여를 무한정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의약계 문가가 참여하는 의료

보험심의 원회에서 한알 르기학회, 한소아알 르기 호흡기학회,

한피부과학회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 하여 임상의 장에서 실제로 필

요한 종목 수를 결정한 것이다.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방

법이 확실히 밝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에 한 검사방법을 추가하

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편 인 정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것

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의 제한이 특별히 부당

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기본권제한의 최소성 - 요양기 은 요양 여 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 여행 ㆍ약제 치료재료에 하여 요양 여 상

으로 추가하여 것을 보건복지부장 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그러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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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의조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여 상 는 비

여 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로 제한된 검사항목만

가지고는 아토피 피부염을 제 로 진찰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방법의 추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고시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길

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검사항목 수를 제한하여 의료행 에 한 보

험 여 청구를 제한하고 의료행 의 선택과 수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

도,그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고시

가 기본권제한의 최소성원칙에 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이 사건 고시의 법익균형성-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은 요

양 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

많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이는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사회보험제도로 유지하기 하여 필수 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의료기 이 이 사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수를 과하여 검사하더라도 그 비용을 요

양 여로서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료행 의 선택과 시행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례의 원칙 반 여부 단 결과를 거친 다수의견의 결

론은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의료행 에 한 보수 청구나 의료행 의

수행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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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1인의 보충의견33)이 제시되었던바,보충의견에

서는 사람의 보건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 필수 인 요소이므로 국

가는 국민의 보건권을 최 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을 제로,국민

들이 자기의 비용으로 특별하고 특수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선택

권도 최 한 보장되어야 하고,의료인이 환자와 질병의 상태에 맞는 의

료방법을 문 으로 선택하여 시행하고 그에 한 비용과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 문 직업수행의 자유 한 최 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

면서,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요양 여기 여·비 여 상을 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계까지 규제하는 것으

로 볼 수는 없다고 하 다.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한 법이고,국민의 의료수 을 획일화시

키기 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의 의료행 와 그 보수를 규제하기 한

법도 아니므로,질병의 치료를 하여 임의 비 여 는 보험외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직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헌법재 소 례는 결론 으로는 문제된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반한 것인가에 하여 ‘비례의 원칙을 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을

내린 것이지만,이후 법원에서 문제된 다수의 구체 임의 비 여 사례

에서 특히 보충의견과 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 으로도 건강보험제도의 용 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련하여,모든 의료기 등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 이 되고

33)다수 의견과 해당 사안에서의 결론과 이유에는 동의하면서 이유를 보충하

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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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료 여수 권자 제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제도

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 등의 법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제도의 틀 밖에서 행하여진 행 등

의 ‘불가피성’을 과연 가 입증하게 할 것인가에 하여도 지속 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다.보건정책 함의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1차 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비용통제일

것이나,비용으로 보 될 수 있는 행 등이 어떤 것인가에 하여 기

을 정함으로써 결과 으로 행 를 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의료기 측은 이에 하여 의료행 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과 으로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 한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반면,행정

부측은 ‘정보 비 칭 상태에서 환자들이 안 하게, 정하게 진료받을 권

리’를 해서는 불가피하게 의료행 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취하고 있는 시각은 ‘보건의료’라

는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국민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지 않고 국가

에 하여 그 공공재를 공 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그에 따르면 제도권 밖에서 의료기 측의 비용 요구가 그 로

철되는 역을 법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는 것이다.

한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고 진료비용

을 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의 그 ‘불가피성’에 하여,법률 입증

책임 문제가 구에게 있든 문제의 해결을 결국 사법부에 미루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해서도 근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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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보건의료 역에서 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

가.논의의 배경

건강보험정책과 직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보건

의료’라는 공공 성격의 역에 하여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그 역

에서 법하게 활동하기 해서는 최소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어

떤 성격의 결사체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정할 수 있을 것이고,그것은 건

강보험정책의 기본 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4).그와 련하여

보건의료 역에서의 활동 주체에 하여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 를 할

수 없으나,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 35)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경우 보건당국은 형사처벌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에 하여 모든 무면허 의료행 를 치료결과에 상 없이 일률 ,

면 으로 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이고,자신의 질병에 하여 특별한 치

료술을 가진 자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

권,치료받을 권리 치료수단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의료인이 아

니면서 의료행 를 하고자 하는 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

으로 헌법재 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한 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34)건강보험으로 비용을 보 해 다는 것은,다른 제반 요건은 다 법하게

갖추었다는 제에서 다시 특별히 건강보험법 목 에 의하여 비용을 통제한

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5)김나경(2010),“의료의 철학과 법정책: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 의 규율”,법철학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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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조항 역시 반시 형사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에 해서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치료분야에 한 미국 의

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한 데 해 보건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자 한 사안에서,의료기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

한하고 그 이외의 자가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과잉 지 원칙에

반된 것이 아닌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이 사례는 그 단 상이 의료기

개설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 자체의 헌성으로서,헌법재

소는 외국 의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인 혹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료업을 목 으로 설립된 의료법인,민법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 리법인 등만이 의료기 을 개설할 수 있도

록’한 규정 자체의 과잉 지원칙 반 여부를 단하 다.

나.법률 단 의미

첫번째 사례에서는 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 으나 헌결정 정족수

인 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 소 2010.7.29.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

합]).

합헌의견은 의료행 는 질병 치료와 방에 한 행 에 한정되지 않

고 그와 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생상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 로서,국가로

부터 의료에 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의료행

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고 안 하므로,무면허의료행 를 일률

․ 면 으로 지하고 반시 치료결과에 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것

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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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 견은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 생에 한 해발생가

능성이 낮은 의료행 까지 일률 으로 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 선택권과 의료행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고,입법목 을 달성하면서도 국민의 의료행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은 얼마든지 상정 가능36)하다고 주장하며,국가가 완치여

부나 비용부담에 하여 인 책임을 지지도 않는 질병치료에 하여

국민이 죄의식을 갖고 몰래 비의료인의 치료를 찾게 하고 그를 처벌 상

으로 하는 것은 주객이 도된 것이라는 극 입장을 표명하 다.

사실 이러한 의견 립은 의료에 한 기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이 ‘의료’가 무엇인지에 하여 간단한 정의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

은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이는 ‘의료’가 개념화하기 어려운 포

성격을 띤 것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사법부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 생에 한 해발생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두고 거꾸로 의료행 의 개념이 도출되면서 그 행

를 구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한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헌법재 소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과 리법

인의 의료기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 의 명칭 아래 무면허 의료행

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의료기 의 경 주체와 의료행 를 하는 의

료인이 분리된다면 보건의료의 질 하,지나친 리 주의 과잉의료행

,의료자원 수 계획 왜곡,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 의 폐업,투자자

36)독일에서는 ‘면허없이 직업 인 의료행 를 시행하는 것에 한 법률’이 따

로 있다는 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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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 운 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

로,의료인이 아닌 자나 리법인의 의료기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일탈이 아니라고 시하 다(헌법재 소 2005.3.31.

2001헌바87).

즉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비 리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의료 역에서 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의료기 ’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입법자의 선택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입법재량권을 특별히 남용하

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소극 단인 것이나,그러한 입법

이 지향하고 있는 목 의 정당성을 설시하면서 일정 정도 입법자의 정책

단에도 힘을 실어 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보건정책 함의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2008년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리법인의

의료기 개설 허용 문제와 연 되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술

한 바와 같이 사회 으로 이슈가 된 시 에 헌법재 소의 단이 내려진

경우,비록 그 단 상이 법률 인 합법성 단에 머물 을지라도,그

결론은 정책의 당부에까지 큰 향을 미친다.그러나,사회 담론 환경

이 변화되었을 경우 과거에 내려진 헌법재 소의 단이 정책에까지

향을 미치는 력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실제로 이 례 이후 2008년

리법인의 의료기 개설 논의가 있었고,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 범

에서 정책 목 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도 한 에 비추어 보면,결국

정책에 미치는 사법의 본질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첫 번째 사례와 련해서는,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장하면

서 국민들 개개인의 선택을 신 해 주는 것에 하여 어느 정도까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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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질 것인가, 한 사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의 변화된 의료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반 할 것인가에 하여 근

본 문제 을 던져 다.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장 책임은

당연히 필요하나,그 책임 수행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 ’을 통하여 통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강력히 통제하고 상 으로 그 필요성이

은 역에서는 다른 운용방식을 강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고 본다.

제 2 법원 결의 분석

1.일반 상황

법원도서 에서 제공하는 례 열람 시스템에 의한 검색 결과 2001년

부터 2011년까지 피고가 보건복지부장 인 건강보험 련 사건은 515건,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사건은 211건으로 집계되었으나,고등법

원․ 법원 례로 검색된 사건 1심인 행정법원․지방법원 사건과 결

론이 같은 사건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고, 한 해당 사안의 특수성으

로 인하여 구체 사실 계만이 문제될 뿐인 사건도 제외하 다.특히

보건복지부장 이 행한 업무정지처분․과징 처분이 다툼의 상이 된

사안에서는 법리 으로 동일한 원칙이 용되는 경우가 많아37),공통

․지속 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카테고리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 다.

37)동일한 요양기 이 동일한 쟁 으로 제기하 으나,건강보험 사건인지 의료

여 사건인지의 차이만 있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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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과 련한 사안 보건복지부장 을 상 로 한 사건은 크

게 보건복지부장 이 국민건강보험법38)제84조 제2항39) 의료 여법

제32조 제2항40)에 근거하여 의료기 이나 약국의 보험(의료) 여에 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부당내역이 발되었을 경우 업무정지처분

는 과징 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제85조의2,의료 여

법 제28조,제29조)을 행하 을 때 그에 하여 불복하는 사건,보건복지

부장 이 약제의 상한 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인하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제12조 제2항,제13조 제4

항)하는 처분을 하 을 때 그에 하여 불복하는 사건으로 나 수 있

다.

한 건강보험정책과 련하여 어디까지 요양 여비용으로 보 을 해

것인가에 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비용감액(조정)처

분에 한 쟁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쟁송은 부분 보건복지부의 산하기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질 으로 수행되고 있는 바,2010년과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고인 사례들의 승소율은 80.9%,84.4%로 나타나고 있다41).

38)2011.12.31.국민건강보험법 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다 바 었으나 시

행일이 2012.9.1.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 시행되고 있는 조문 번호를 었

다.

39)제84조(보고와 검사)②보건복지부장 은 요양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 을 포함한다)에 하여 요양·약제의 지 등 보험 여에 한

보고 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계인에게 질문을 하

게 하거나 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0)제32조(보고와 검사)② 보건복지부장 은 의료 여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여를 실시한 기 을 포함한다)에 하여 진료․약제의 지 등 의료

여에 한 보고 는 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질문을 하게 하거나 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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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환자)’로서의 지 (1)–임의 비 여 사례

의 분석

가.논의의 배경

앞에서 언 한 임의 비 여 사례의 경우,법원에서 구체 으로 문제된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보건복지부장 의 지조사 결과 요양 여기 을 반하여,혹

은 요양 여기 의 체계 밖에서 환자에게 약제 투여 등을 하고,그에

한 비용을 환자측과 합의 하에 액 환자측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발

되어 업무정지 는 과징 부과처분을 받고 요양기 측에서 불복한 형태

이다.

둘째,요양 여기 을 반하여,혹은 요양 여기 의 체계 밖에서 환

자에게 약제 투여 등을 하고 그에 하여 비용을 환자측이 액 부담한

후 환자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기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환자측이 부

담한 부분을 요양기 에게 환불하도록 처분한 것에 하여 요양기 이

불복한 형태이다.

41)그러나 ‘연도별’승․패소율은 기 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도 있다. 를 들

어 2006년에 소가 제기되었으나 2008년에 선고가 내려진 사건인 경우 보건복지

부 내부 자료에는 2006년 사건으로 집계되어 있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자

료에는 2008년 사건으로 집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행정쟁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심 법 제27조 제1항,행정소송

법 제20조 제1항),행정처분의 법 여부의 단시 은 처분시( 법원 2007.5.

11.선고 2007두1811 결 등)라는 에서 ‘제소시 ’을 기 으로 하여 분류할

경우 체 으로 본 연구의 상 례에서는 피고가 보건복지부장 인 사건의

경우 승소율이 7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소율이 7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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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형태와 련하여 가장 표 인 사례는 ‘여의도성모병원’의

백 병 치료에 한 사례이다.이 사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백 병 환자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장 의 지조사가 발

되고,그 결과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 여비용을 감액조정할

것을 우려하여 바로 비 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경우 ② 행 수가

에 포함된 치료재료(골수천자침 등)비용을 별도로 환자에게 징수한 경

우 ③ 식품의약품안 청의 허가사항을 반하거나 요양 여기 을 반

하여 의약품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 ④ 주진료과

담당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포 임하고 선택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 등이 있음을 발하여 병원에 과징 을 부과한 사

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련 고시가 개정 – 주로 처분 이

후 시 이기는 하나 -된 경우가 있었는데,식품의약품안 청 허가사항을

반하거나 요양 여기 을 반하여 의약품 비용을 징수한 사례 37개

항목 22개 항목에 하여 요양기 측의 여기 변경 신청이 있었고

그 12개 항목에 해서는 실제로 여기 이 변경되었다. 한 별도

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었던 치료재료에 해서도,기존 골수천자침을

사용한 행 수가가 제하고 있었던 다회용 바늘 사용에 하여 감염

고통 등의 문제 이 제기되자 1회용 바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이 있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임의 비 여로 징수한 유형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는 항암제 약제에 해서는,항암제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어 왔

던 암종과 다른 암종에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이는 경우 암질환

심의 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외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 신

청제도,일반약제의 경우 비 여로 일단 사용 후 승인신청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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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생겼으며,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련해서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 임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에 한 규칙’이 개정되었다.

두 번째 형태와 련하여 가장 표 사례로는 서울 병원의 기 지

기형 소아 환자의 진료비 환불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출생시부터 선천성 기 지 기형 상병을 앓으며 11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102회의 수술을 받았던 소아 환자가 사망한 후,환자의 어

머니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

료비 확인신청(요양 여 상여부 확인신청)을 하고 이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 여 상임에도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액조정을 우려

하여 환자에게 비 여로 징수한 액이 있음을 이유로 환불통보를 하

던 사건이다.

두 가지 법 다툼 모두에서 요양기 측은 법 기 을 엄격히 수

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맞지만,의학 으로 불가피한 행 가 있었고,그

에 하여 법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행 요양 여기 체

계상 존재하지 아니하 다는 소 ‘의학 불가피 비 여’론을 주장하

다.

의료기 이 ‘의학 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요양 여기 에 반하

는 약제를 원외처방함으로써 약국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한 약제비를 청구하여 받도록 한 사례의 경우42)(소 ‘원외처방 약제

42)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료기

’에 하여 약제비 환수처분을 행하 고,의약분업 이후 약제에 한 요양

여비용을 수령하는 주체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달라진 이후에도 계속 ‘의료기 ’

에 하여 약제비 환수 처분을 하 다.이에 하여 법원( 법원 20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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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환수’문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가 문제될 뿐 환자로부터

의 비용 징수가 핵심 쟁 이 아니기는 하나 -기본 으로 비용 통제의

규범인 요양 여기 이 의료행 에 한 통제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는 에서는 그 충돌지 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나)법원의 단

이에 하여 첫 번째 유형과 련한 법 다툼에서는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법원에서 소 ‘의학 불가피 비 여’를 인정하기에

이르 다.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09.10.29.선고 2008구합9522

결)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0.11.11.선고 2009 38239

결)에서는 병원 측이 행한 임의 비 여가 생명 유지 내지 치료 목 진

료에 한 것이었으나 달리 비용을 실효 으로 보 할 방법이 없었다는

,징수한 비용도 실거래가로서 병원측의 별도 이익이 없었다는 ,

련고시가 개정된 사정 등을 볼 때 의학 타당성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는 등을 들어 ‘질병치료를 하여 임의 비 여가 필요한

경우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를 한 후 비용과

선고 2006두6642 결)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이득의 징수

상자로 ‘요양 여비용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의약분업이 된 이상 약제

비를 ‘받은’자는 약국이고 의료기 이 아니므로 의료기 에 하여 원외처방약

제비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시를 한 이래,요

양 여기 에 반한 처방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 토

록 한 의료기 에게 어떻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한 물음이 제기된 것이

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처방 을 발행한 의료기 이 요양 여기 에 어 나는

처방을 함으로써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법리로써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약국에 지 된 약제비를 계속 의료기 에게서

환수하고 있는데,이에 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09.8.27.선고 2008나89189

결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정당성을 일부 인정받았으나, 법원

의 최종 단(2009다78214,2009다104526)이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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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수진자에게 직 청구할 수 있다’고 시하 고, 법원(2012.6.

18.선고 2010두27639)은 이러한 원심의 입장을 확정하 다.

법원은 결문에서 의료인과 의료기 의 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유효· 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요양기 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 여 진료행 를 하고 그 비용을 가

입자 등으로부터 지 받은 경우라도 ① 그 진료행 당시 시행되는 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 여 상 는 비 여 상으로

편입시키거나 련 요양 여비용을 합리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는 그 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

더라도 비 여 진료행 의 내용 시 성과 함께,그 차의 진행과정

등 구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 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서,② 그 진료행 가 의학 안 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요양 여 인

정기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 필요성을 갖추었고,③ 가입

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데 하여 동의를 받았다면,이러한 경우를 ‘사 기타 부당한 방법

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 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

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그 다면 법리 으로 임의 비 여가 외 으로 정당화되는 사정에

한 입증책임을 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다수의견은 행정처

분의 법성에 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는 것이 원칙임은 틀림

없지만,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법성에 하여 합리 으로 수 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에는 이와 상반되는 외 인 사정에 한

주장과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 측의 책임이라고 본 반면,

행정처분의 법성에 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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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도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반 의견이 있었

다43).

그러나 두 번째 유형과 련한 법 다툼에서는 서울고등법원(서울고

등법원 2008.10.9.선고 2007 26805 결)이 보건의료당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 다.이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으로

하여 질병 등에 하여 정한 비용으로 합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하여 법이 요양 여기 을 마련한 것인데,요양 여기

을 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용을 환자측에게 부담 하는 것은 건강보

험제도의 기반을 무 뜨릴 수 있다」고 제하며,「치료행 는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요양기 이,질병 등에 하여 문지식이 없는

데다가 질병 등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자인 환자를 상 로

하는 것이므로,치료행 의 내용이나 그 비용부담 등에 하여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게 할 수 없고,생명을 한 불가피한 치료행 와 일

반 치료행 를 구별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그것을 구별하여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시하 다.이 사건은 재 법

원에 계속 인바( 법원 2008두19338사건),첫 번째 사례에 한 법

원 결 결과가 향을 미치기는 하겠으나,그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왜냐하면,첫 번째 사례에서도 임의 비 여 유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비 여로 징수한

부분에 해서는 1심에서부터 법원이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

이다44).

43) 다른 반 의견은 아 요양기 과 가입자가 법정 비 여 진료 외의 비

여 진료행 에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사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이에 따른 비 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율 상 자체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장 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5-

다.향후 망

이 사례는 법 단의 상 자체가 정면으로 건강보험정책의 당부에

한 것 – 결과 으로 건강보험으로 의료행 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

-으로서,향후 건강보험정책을 야기함에 있어 ‘의학 타당성’에 한

검증과 ‘환자에 한 진료비 부담의 타당성’을 두고 지속 인 분쟁을 야

기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공 으로 확인되지 않은 치료행 에 해서도

의료진의 문 지식을 믿고 치료행 를 행하게 하고 그에 하여 환자

로부터 법하게 비용까지 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인바,

결과 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 ‘비용통

제’를 통한 행 통제에 을 두었던 보건당국의 정책집행방식과 련

해서도,보다 ‘행 ’자체에 한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망된다.

3.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환자)’로서의 지 (2)–방문 진료 사

례의 분석

가.논의의 배경

진료는 의료기 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실제로 의료기

외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있다.이러한 의료기 외 진

료는 개별 ·구체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원 2011.4.14.선고 2010두26315 결 등)45).

44)「이러한 사안은 보험 용 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청구가 가능

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도 의학 근거를 입증하여 요양 여

비용으로 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설혹 요양 여비용 삭감 처분이 행하여

졌더라도 그에 한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만

연히 법 심사 차를 회피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까지 환자측으로부

터 징수한 것은 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09.10.29.선고 2008구합952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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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순회진료인바,특정

한 이유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노인 등 사회 약자에 하여 보건의

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그 보건의료서

비스에 한 비용은 가 어떻게 보 할 것인지가 쟁 이 되는 것이다.

한 요양시설 입소자에 하여 가정 문간호사가 요양시설에서 가정

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을 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도 정당화되는지도 문제가 된바,이러한 사례들은 넓게 보면 질병‘치료’

목 심의 건강보험이 질병‘리46),질병‘간호’의 역까지 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나.법원의 단

보건당국은 개별 ·구체 환자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진료행 의 정

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그에 따라 그 진료행 에 하여 여비용이

청구되었다면 그 비용을 모두 부당청구 액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서는 법원도 보건당국의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데,47)사회복

지시설의 ‘탁의’로 지정된 자에 한 인건비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45)원칙 으로 환자가 의료기 에 방문을 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외 으로

만 의료진이 방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규모 의료 달체계에서 불가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소규모 지역 심의 의료 체계에서라면 방문진료,주

치의 제도 등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6)사회복지시설에서의 ‘치료’는 본래 의미의 치료보다는 ‘리’수 에 가깝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7)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의료

기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료행 를 허용할 경우 비 생 인 진료환경에 의한

감염의 험이 크고,장비․시설․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 진료를 하

지 못할 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반한 요양 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 여 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의료기 이 아

닌 곳에서 진료를 하 다면 이에 기 하여 요양 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1.1.14.선고 2009구합47842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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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비용을 보 하여야 하는 문제이고,의료기 외에서의 의료행

를 허용할 경우 안 성,통제가능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의료

행 자체가 법 차에 따르지 않은 것인 만큼 그에 한 여비용청

구도 부당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

’을 발행한 경우로,이에 하여는 종 에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하여 허

용을 하지 않았다가 고시 개정(2009.5.8.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83호 의료 여수가의 기 일반기 )으로 원외처방 발행을 허

용하면서 과거에 원외처방 을 발행한 것도 소 으로 정당성을 인정하

여야 하는지 여부가 특히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와 같은 고시 개정이 종 에 방문진료시에는 원외

처방 발행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던 고시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소

‘반성 고려’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방문진료 결과 약국에서 조제·

매하는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정

책 단의 변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단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법원은 고시 개정을 정책 단 변경의 산물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원외처방 발행의 정당성을 소 해서 인정하지 않는 보건당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법원 2011.5.13.선고 2011두5353 결의 1심인 서울

행정법원 2010.8.12.선고 2009구합46665 결 등).

한편 요양시설 입소자에 하여 가정 문간호사가 요양시설에서 가정

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을 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안

에서 보건복지부측은 ‘가정’간호는 환자의 ‘자택’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

석하여 요양시설 입소자가 가정간호 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법원은

가정간호의 상이 꼭 자택 거주하고 있는 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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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건복지부장 패소 결을 내림으로써 건강보험이 용되는 질병‘간

호’,질병‘리’의 역을 확 하는 결과를 래하 다( 법원 2011.9.

29.선고 2011두13156 결).

다.향후 망

건강보험은 기본 으로 질병 ‘치료’에 한 부분을 그 상으로 하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본래 의미의 ‘치료’가 아닌 질병 ‘리’

내지 질병 ‘간호’의 역이 차 확 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으로

보호하여야 할 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의 단에서 지 된 바와 같이 비 생 인 진료환경,장비·

시설·인력 등의 제약,어떤 요양 여행 가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보건당

국에서 구체 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에서 건강보험비용으로 보 하

는 역을 무조건 넓힐 수는 없으나,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반 으로 강도는 덜하되 시간 지속성을 요하는 서비스 쪽으로 옮겨 가

는 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강보험의 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

다.

4.국민의 ‘약제의 소비자’로서의 지 – 약가인하 처분 사례의 분

석

가.논의의 배경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여 신약개발 등 연구

개발보다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매 리에 집 ,과다

경쟁으로 의약품유통의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으며,이에 외국 약제를 고

가에 수입하고 국내 제약회사는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

되고 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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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하여 국가가 ‘약제’부분에서 하여야 할

일은 약제의 ‘안 성’을 확인하고,약 남용을 방지하며,국민들이 시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약제를 공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큰 틀 내에서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정화 방안’을 시행하면

서 실제로 생산되거나 여청구되지 않는 약제가 건강보험 요양 여 상

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49)하는 조치를 행한바,그 삭제조치의

용 상과 련하여 법 쟁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한 보건당국은 비싼 수입약제 의존을 완화하고 국내 제약회사로 하

여 원료를 직 생산하도록 유인하기 하여,원료직 생산의약품에

하여는 동일제제 최고가의 상한 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도 운용하 는데,그 특례의 용범 와 련해서도 법 쟁송이 제기된

바 있다.

가장 근본 으로,보건당국에서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약제비를 이

고자 보건당국에서는 지속 으로 기 을 달리하며 ‘약가인하처분’을 행하

고 있는바,백 병 수입약제 리벡 약가인하에 하여, 한 2011년 8월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약

제비 일 인하(툭허만료 오리지 약제 상한 액의 68%∼80%까지

48)보건복지부,2006.5.10.『건강보험 약제비 정화 방안』;보건복지부,

2011.8.12.『국민부담 경감을 한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49)이러한 상은 기존 약제에 한 건강보험 등재 시스템이 식품의약품안

청의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방목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경우·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 비 여사항을 제외하

고는 모든 의약품을 여 상으로 하여 등재하도록 하는 시스템(negativelist

system)을 취하고 있었던 데에서 기인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정화 방안’을 통하여 이러한 약제에 한 등재 시스템을 선별등재시스템

(positivelistsystem)으로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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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던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 액을 53.55%로 일 으로 인하함)

에 하여 그 약가인하가 정당한 것인지 법 쟁송이 제기되어 큰 이슈

가 된 사례도 있다.

나.법원의 단

(1)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여 상 삭제 사례

술한 바와 같이,종래 약제에 하여 비 여 상을 제외하고는 품

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을 요양 여 상으로 등재하는 방식의 ‘포

등재제도’를 취하고 있다가(구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제10조 제1항은 새로운 약제에 하여 식품의약품안 청장의 의약

품 품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 여 상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

부장 에게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여 비 여 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약

품을 요양 여 상으로 등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보험 여 청구

실 이 없는 약제와 생산실 는 수입실 이 보고되지 않은 약제가 요

양 여 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채 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자,보건

복지부에서는 2006년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제의 등재제도 자체를 ‘비용 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약제에

하여만 보험 여를 인정하는 선별 등재제도’로 바꾸면서 2년간 보험

여청구실 ․ 생산실 을 조사하여 미생산․미청구 약제들을 요양 여

상에서 제외(삭제)하는 처분을 하 다.

법 으로 문제가 된 것은 ‘2년간’의 기 시 이 언제인가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조사시 부터 역산하여 2년’,제약회사측에서는 ‘그

러한 규정이 시행된 시 부터 역산하여 2년’을 주장하 다.

법원은 기에는 제약회사측의 입장을 지지하여 만약 보건복지부측의

입장 로 한다면 소 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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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6.선고 2007구합26667 결 등),후에 입장을

바꾸어 ‘최근 2년간 보험 여청구실 이 없었다’는 사실 계는 규정 시행

이 에 이미 종결된 것도 아니었으며,미생산․미청구 약제에 한 정비

에 한 공익 목 이 매우 크다는 을 들어 보건복지부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 다(서울행정법원 2008.4.4.선고 2008구합

4336 결,서울고등법원 2008.5.13.선고 2007 32626 결 등).

결국 사례들을 통하여 사법부는 법 정당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약품비’거품50)을 없애려는 목 으로 추진된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여

상 삭제’사례의 용범 를 보건당국의 의도 로 확 하여 것이다.

(2)원료직 생산의약품 특례규정의 용범

술한 바와 같이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기술 개발을 진하기

한 유인책으로,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원료까지 직 합성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여목록표 등재 순서51)와

계없이 동일제제 높은 상한 액을 인정하는 것이 ‘원료직 생산의

50)의약품비가 체 여비의 30%에 달한다는 지 에 해서는 김원식(2010),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10년간의 애증”,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pp.15

9～193등 다수임.

51)2012년 1월 18일(시행일 2012.2.1.)개정되기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조정기 ’별표 1에 의하면,오리지 약제의 상한 액이 정해지고,오

리지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수 있게 되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수가 으면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 액을 상

으로 높게 책정받을 수 있고,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수가 많으면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 액을 상 으로 낮게 책정받는 제도(소 ‘체감제’)가 규정되어

있었다.이는 보험 원리 ‘비용․효과성(경제성)’과 련된 것으로, 같은 효

능을 가진 약이 많으면 그만큼 약제 하나하나에 하여 투입(보 )되어야 할 비

용도 어져야 한다는 에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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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특례’을 인정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처음에는 원료를 직 생산하여 특례 용52)을

받다가 그 이후 원가·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 탁하는 등 원

료생산방식을 바꾼 경우가 다수 발생하 고 보건복지부측은 그러한 발

시 을 기 으로 하여 그 당시에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등재 수 등을 고

려한 폭 인 약가인하처분을 행하 던바,설혹 ‘직 ’생산을 하고 있

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회사가 애 에 원료직 생산기술을 습득하여 보유

하고 있다면 계속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주어야 하지 않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한 한시 으로 동일제제 최고가의 80%까지 상한 액이 인정

될 수 있는 ‘생물학 동등성 의약품 우 제도’53)도 운용되고 있었으므

로,원료직 생산의약품특례가 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생물학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제 등에 해서는 최고가의 80%는 인정하여 주어야 한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52)각주 51에 언 된 구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1차목에 의하면 원료직 생산

의약품의 경우는 체감제를 용받지 않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90%까지 상한

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약제의 결정 조정기 고시가 제정(2010.9.30.)

되기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조정기 ’에서는 원료직 생산의약품의 경우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한 상한 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 다.

53)‘생물학 동등성’(생동성)이란 제네릭 의약품의 안 성과 유효성이 신약의

원제재와 동등한지를 뜻하는 것이다.‘생동성 의약품 우 제도’는 약제 상한

액 산정시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생동성 시험결과 평가를 통하여 생동성 의약

품에 한하여 최고가의 80%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2002.12.31.보

건복지부 고시 제2002-97호로 도입되었다가 2005.2.22.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14호로 폐지되었다.단,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고시한 날까지 식약청장으

로부터 생동성 시험계획서 합통보( 합신청 인 품목 포함)를 받았거나,생동

성 시험용으로 허가를 득한 품목(허가신청 인 품목 포함)으로서 생동성 시험을

완료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요양 여 상 여부의 결정(조정)을 신청한 품

목헤 한하여 종 규정을 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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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법원은 원료직 생산의약품 특례의 취지가 국내 제약회

사의 원료합성기술 개발 원료의약품 생산 진을 하여 도입된 ,

상한 액 결정 이후 원료의약품 조달방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상한 액을

인하할 수 없다면,원료의약품 합성기술을 타사에 양도하여 연구개발비

용을 회수하고서도 다른 원료의약품을 타사로부터 구입하여 렴한 원가

로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최고가 상한 액을 용받아 높은 이윤을 획득

하는 행 등을 방지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등을 고려하여 원료직

생산의약품 특례는 원료를 직 생산할 것을 당연한 제로 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건복지부측의 약가인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2008.7.4.선고 2008구합4053 결 등).

한 생물학 동등성 의약품 우 제도의 용 여부와 련해서는,

그 제도가 폐지되기 이 에 이미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우 요건을 갖

추고 있었고 이미 여목록표 최고가 상한 액을 인정받고 있었을 상황

에 상한가의 80%를 용받도록 조정신청을 할 것을 기 할 수는 없었다

는 이유로 생물학 동등성 의약품 우 가인 최고가의 80%는 인정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시한 사례도 있었으나(서울행정법원 2008.5.13.

2007구합41642 결 등),후에 태도를 바꾸어 생물학 동등성 의약품

우 제도는 약 2년간 시행 후 더 이상 생물학 동등성 시험에 한 유

인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정책 고려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므로 부칙의

경과규정에 완 히 부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우 제도를 다시 용할

수는 없다고 시하여 보건복지부장 의 폭 인 약가인하처분을 정

당화하 다( 서울행정법원 2008.7.4.선고 2008구합4053 결 등).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회사들이 계속 높은 상한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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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아 온 것에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는데,그 구체 손

해배상 산정 방식에 해서는 특례규정을 용받지 못했을 경우의 약가

와의 차이로 볼 것인지,특례규정이 용되지 않았다면 요양기 측에서

동일제제의 다른 회사 의약품을 구입하 을 것이라는 제 하에 그 다른

회사 의약품에 하여 보 된 상한 액은 빼고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

인지에 하여 법 논란이 있다.54)

(3)수입약제 약가 인하 사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일부 시민단체가 표 인 백 병 치료 약제인

리벡에 하여 약가 인하를 신청한 데 하여 보건복지부장 은 2차

체약인 스 라이셀과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한-유럽 자유무역 정의

세인하분,그리고 본인부담 부담 경감분 등을 고려하여 약가 상한 액

을 14% 인하하는 처분을 행하 던바,이는 약제에 한 선별등재시스템

(positivelistsystem)도입 이후 신설된 약제 여조정 원회의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이었다.

이에 제약회사측은 세 인하분은 보험약가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

가 아니며, 세인하분이 약가인하에 그 로 반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

다는 ,환자 본인 부담비율 경감분을 약가인하에 반 시켜야 할 법

근거도 없으며,아직 부담분 경감조치가 이루어지기 임에도 그에 따른

54)원료직 생산의약품의 특례가 원료직 생산회사를 종속회사로 둔 지배회사

에도 용되는 을 악용하여 주식을 취득했다가 바로 양도한 사안에서 법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 하여 약제비

와 원료직 생산의약품 특례가 용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이’로 산정하여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 2010.7.8.선고 2010다21276 결).

이 사안의 원심(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손해의 범 에 하여,해당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요양기 들이 그와 동일제제인 다른 의약품을 구입하 을 것이라

는 을 고려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 하여 약제비와 동일 제제의

다른 의약품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수량만큼 매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 을 약제비의 차액’이 손해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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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미리 회사에 강요하고 있다는 ,1차 처방약제와 2차 처방약

제의 경제성은 등하게 비교하기 어렵고 만약 그러한 비교방식이 계속

된다면 무한히 이어지는 순환 방식으로 비교 상 약제의 약가가 삭감될

것이라는 을 들어 약가 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 고,서울행정법원(서

울행정법원 2010.1.22.선고 2009구합36361 결) 서울고등법원(서

울고등법원 2010.12.15.선고 2010 7729 결)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

어 으로써55)결과 으로 특허기간 내내 리벡이 최 등재가격을 사

실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 다.

이는 특히 약제에 한 등재시스템 변경 이후 처음 있었던 여조정

신청에 의한 약가인하 다는 , 상이 국 제약회사의 고가 약제

다는 등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의 근본 약제 정책에 한 부분도 사

법부에 의하여 쉽게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약제 소비자인 백

병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가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에서 논

란의 소지가 큰 사례라 할 수 있다.

(4)약제비 일 인하 사례

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약제비 정화 방안 이후 다

시 2011년 8월 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 던바,

이에 따라 기존에 보험 여 상으로 등재되어 있던 약제의 상한 액에

하여 일 으로 오리지 약제 상한 액의 53.55%까지 인하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개정 고시가 발령되었다.제약회사는 그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 는데,법원은 결정문에서 보

55)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장 이 상고하여 재 법원에 계속 이다(2011두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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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데 나름 로

타당성이 있고,약가 인하 고시가 집행되더라도 제약회사가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만약 고시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 국가정책의 유보로 국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 되는 등 공공복리에

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을 들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

고 고시의 효력을 그 로 지속되도록 하 다(서울행정법원 2012.3.30.

2012아899결정).

이 사안으로 인하여 결국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일 인하처분을 법정에서 다투려고 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던바,보건

당국이 근본 으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약제비

인하 처분에 하여 법원이 힘을 실어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보건정책 의미 향후 망

‘약제’는 그 특성상 가격이 비싸다고 구매를 안 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생명ㆍ건강 유지를 하여 필수불가결한 재화이므로 가격이 아

무리 비싸더라도 필요가 있으면 구매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약제비를

이고 보다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분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약

제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

다.

그러나 리벡 약가 인하 소송 사례에서와 같이,목 의 정당성만을

우선 고려하여 수단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약가 인하 처분의 경우

에는 다국 기업의 법 형식 논리에 한 응력이 떨어지는 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법원은 기본 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부분

의 법성을 단의 상으로 한다’(처분권주의,변론주의)는 한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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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므로, 리벡 약가 인하 소송에서도 그 약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백

병 환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보건 당국

은 이러한 선례를 거울 삼아,정책 추진에 하여 보다 정교화된 법 논

리와 수단을 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국민의 ‘알 권리를 갖는 참여자’로서의 지 -정보공개사례의

분석

가.논의의 배경

국민이 건강보험정책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기 해서는 건

강보험분야의 정보에 하여 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하고 있는 자료 에는 국민의 근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많은바,국

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56)(특

56)제9조(비공개 상정보)① 공공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는 공개 상이 된

다.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는 법률이 임한 명령(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통령령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 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 보장·국방·통일·외교 계 등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한 지장을 래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인 재 에 련된 정보와 범죄의 방,수사,공소의 제기 유지,형

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리·의사결정과정 는 내

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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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가 많이 문제된다),「개인정보보호

법」57)등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와 련하여

개발에 한 지장을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다만,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 이 공표를 목 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 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는 지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탁 는 한 개인의 성명·직업

7.법인·단체 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 · 업상 비 에 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다만,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는 건강을 보

호하기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는 생활을 보호하기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는 불이익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7)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 의 범 에

서 이용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수하기 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을 하여 불가피한 경우

4.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 는 그 법정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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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으로,빈번히 사용되는 약제의 안 성 문제와 련하여 요양기 의

항생제 사용지표에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례와 보건당국에 신고된

약제 가격과 실제로 업계에서 거래되는 약제 가격의 차이를 통해 리베이

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련이 있고 합리 인 범 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

항에 따른 범 를 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범 를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

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다만,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 의 경우로 한정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는 그 법정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는 제3자

의 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 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그 밖의 국제 정의 이행을 하여 외국정부 는 국제기구에 제공하

기 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 업무 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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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실태 등을 알기 하여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례에 한 각 비공개결정에 해서 법원에서 다투어진 이

있다.

나.법원의 단

참여연 가 보건복지부장 을 상 로 요양기 의 항생제사용지표

등을 공개청구한 데 하여,보건복지부장 은 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의 비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경 ․ 업상 비 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 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

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정보비공개에 따른 요양기 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할 것인바,의료인은 문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 로 환자와

질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이

러한 의료인의 문성과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 되어야 하지만,의료행

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 에 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요하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서울행정법원 2006.1.5.선고 2005구합16833 결).

보건복지부장 은 이 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 로 이 결은 확정되

었고,이에 따라 국 요양기 의 항생제 처방률 등은 공개 상이 되었

다.

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 로 의약품 실거

래가의 신고내역에 하여 공개청구를 한 데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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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는 ‘경 ․ 업상 비 에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한 사례에서,법원은

해당 정보가 업상 비 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 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 하고 합리 인 경

쟁을 유도한다는 공익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들어 역시 공개하라고

시하 다(서울행정법원 2008.11.5.선고 2008구합19482 결,서울고

등법원 2009.7.15.선고 2008 36427 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

책을 변경하 다.

다.보건정책 함의

공 의료보장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에서,보건복지부

그 산하기 들이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업계의 황이나 약 처방 실

태 등에 하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연결되어 있는 정보에 한 근권을 보장하여 국

민이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요한 일로,법원

이 ‘알 권리’의 요성을 환기시키는 결을 지속 으로 내리는 것은 바

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기 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해당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그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재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인 ‘(요양기 이나 제약회사의) 업상 비 ’은 국민의 알 권

리에 응하여 비공개사유로 삼기에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바,비

공개사유를 좀더 정교화하고,구체 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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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정책에 미친 향

1.정책에 미친 향의 측정

행정소송에서 행정부의 승소율이 높고,헌법재 소에서도 헌 결정

이 내려진 경우는 매우 다는 에서,기본 으로 사법 단은 Dahl

과 Rosen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책을 지지하는 편에 서 있는 경향

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하여 정책이 지지되었을 경우,비단 사법부에서

법하다고 인정받은 상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까

지 힘이 실리는 것을 볼 때,사법부에서 정책을 지지한 경우도 정책에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후 역이 아닌 사 역에서 사법 단이 정책에 미

치는 향에 하여 근할 수도 있는바,실제로 행정부에서 정책을 추

진하기 (前)단계나 추진 과정에서 사법 단 – 만약 법률 분쟁

이 제기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는가 그 법ㆍ타당성이 법

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에 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처분 에 행하여지는 법규자문의뢰 건수 등을 통하여 알 수 있

는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법규자문의뢰건수는

2008년 95건,2009년 101건,2010년 126건,2011년 132건에 달하여 해마

다 증가하고 있으며,그 내용 한 지조사 후 처분에 한 법 타당

성 검토,보건복지부가 공문으로 시행한 비의료인 개설기 (일명 ‘사무장

병원’)세부처리지침에 한 후속 법 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

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행하며 일정한 시한까지 임상 유용성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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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것을 제로 약제에 하여 조건부 여를 하기로 한 사안에 한

법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주제58)에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처분 에 있는 사안에 해서는 특히 하 심 결이 내려진 상태로

계속 법 다툼 일 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술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문제에 하여 1심법원에서 국민건강보

험공단이 의료기 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 법하다 하여 패소

결이 내려지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8.8.28.선고 2007가합8006

결),2008.1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에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 하여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소송당사자

와 법률상 이해 계 있는 자가 소송당사자를 돕기 하여 재 에 참여)

를 한 사례가 있고, 술한 임의 비 여 사안에 하여 의학 으로 불가

피한 임의 비 여가 외 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1심 결이 내려지자

(서울행정법원 2009.10.29.선고 2008구합9522 결)2010년 국회의원

정하균 주최로 임의비 여에 한 토론회가 개최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법 단과 정책 유지ㆍ변경의 인과 계의 측면에서 보다

직 으로 사법 단이 정책에 미친 향에 하여 살펴 보기 해서

는 ① 헌법재 소의 헌결정 혹은 법원에서의 패소 결로 인하여 직

‘법령’이 개정된 사례 ② 법원에서의 결로 인하여 그와 직 으로

58)일례로 2009.3.∼ 2009.5.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변호

사 1인에게 자문 의뢰한 내용도 이행기 차이에 따른 실거래가 산정 문의,약

제 상한 액 산정기 해석 문의,보험사기 련 정보공개 문의,임상심리센터

의 로그램 정신과 진료의 복 그에 따른 진료비 처리 방안 문의,비자

극검사 련 진료비 민원 환불 문의,의료 여법상 과징 징수권·부당이득반환

권리의 소멸시효에 한 문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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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책에 향을 미친 사례를 우선 분석하고,③ 사법부의 결을 염

두에 두고 정책의 이행 방식 자체를 바꾼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이므로,이하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분석을 행하기로 한다.

2.법령 개정 사례 (1)-의료보험요양기 지정취소처분에 한

헌제청59)

본 사건은 헌법률심 제청신청인이 운 하는 신경정신과 의원이

의료보험법상 요양기 으로 지정받아 운 되던 부산 역시로부터 의

료보험 여사항에 하여 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부담 수납

장”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보건사회부 훈령 제583호에 의하여 의

료보험요양기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발생하 다.

당시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은 보험자 는 보험자단체는 보건복지

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었고,헌법재 소에서는 본 규정이 요양기 지정취소에 하여 구

체 인 범 를 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장 에게 임하여

헌법 제75조의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가 쟁 이 되었다.

헌법재 소는 심 상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는 요한 법률조항임에도,요양기 지정취소 사유에 한 구체 범

와 재지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포 으로 보건복지부장 에게 임한 것

은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의회입법의 원칙,권력분립의 원리

등에도 배된다고 시하 다.

이러한 헌법재 소의 헌결정 결과 구 의료보험법 제33조는 1998.2.

59)이하 1과 2의 내용은 정진경(2007), 게논문,p.176～17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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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3.법령 개정 사례 (2)-보험 여제한사유에 한 헌소원

본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 하다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운 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도 하반신불구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상이 음주운 에 의한

앙선 침범이라는 자신의 범죄행 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을 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지 된 보험 의 상당액을 환수한다

는 처분을 받으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 가 범죄행 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 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처분의 근거

가 된 법조항에 하여 헌심 제청을 신청하 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을 제기한 것이다(헌법재 소법 제68조 제2항).

본 사건심 의 상 법률조항은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보험

자는 보험 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 에 기인하거나 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 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범죄행 ’의 범 가 어디까지인가가 핵심 쟁 이 되었다.

본 법률규정에 의하여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 까지 의료보험 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의료보험수 권이라는 사회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닌가 여부가 쟁 이 된 상황에서,헌법재 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 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 ’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외에 ‘경과실’까지 포함하고 있는바,경과실범에 의한 사고에까지 보

험 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 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라고 한정 헌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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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구 국민의료보험법을

체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여제한사유를 ‘고의 는 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 ’로 규정하게 되

었다.헌법재 의 결과와 시간 선후 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본 결정

을 통하여 여제한 규정 그의 해석에 명확성을 부여함으로써 법 개

정에 간 으로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과 련된 정책 변화

가.추정에 의한 정책집행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에는 요양 여를 행하지 못하는바,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폐업을 하고,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인 계가 매우 가

까운 자의 명의로 새로운 요양기 을 개설하여 사실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운 을 계속함으로써 법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사례가 실제

로 많이 발생한다.

이와 련한 사례로 지조사 결과 ‘가’한의원을 운 하고 있다가 업

무정지처분을 받은 A와 ‘나’한의원을 운 하는 B는 부부인데,A의 업무

정지기간 3일 B가 자신의 ‘나’한의원을 폐업하고(A는 업무정지기간

시작일에 자신의 ‘가’한의원을 폐업하 다)A의 업무정지기간 시작일에

같은 장소에서 ‘가나’한의원을 개업하여 B 자신의 후배에게 운 을 맡

긴 사례가 발되었던바,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

조사실과의 회의와 내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는 이를 A의

실질 운 으로 단하고,A가 업무정지기간 요양 여를 행한 것으

로 보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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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B와 B의 후배와의 통장거래내역,B의

후배가 운 하던 시기의 한의원의 운 실태를 면 히 검토한 결과,오

히려 B의 후배가 A와는 무 하게 독자 으로 한의원을 운 하 다고

단될 뿐,A가 업무정지기간 동안 실질 으로 ‘가나’한의원을 운 하 다

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단하 다(서울행정법원 2010.11.12.2010구합

29642 결).

이 사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조사에는 엄격한 ‘증명’보다는

‘추정’이 많이 개입되는바,이는 지속 으로 법 다툼의 상이 되고 있

다.

이에 하여는 일응 합리 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해서는 그

법성이 인정되고 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 으로 법성

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시태도가 확립되어 있으나60),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법성에 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는 원론 입

장61)을 들어 행정부측이 처분의 기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패소의 책임을 행정부측에 돌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서울고등법

원 2010.4.29.선고 2008 37352 결,서울고등법원 2010.12.1.선고

2010 17245 결 등).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측에서도 지조사시 부당한 여비용청구사실

60)보건복지부장 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법성이 합리 으로 수 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그와 같은

합리 으로 수 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 방인 요양

의료 여기 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법원 1984.7.24.선고 84 124

결 등).

61) 법원 2008.9.11.선고 2008두6981,6998 결, 법원 2011.11.24.선고

2011두16025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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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인하는 확인서 일부 등으로 처분의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구체

으로 문제가 되는 사유에 하여 그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해 수

있는 자세한 자료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차 매뉴얼을 갖추어 가고 있

다.

나. 차 법성의 문제

보건복지부장 이 요양기 등에 하여 행하는 업무정지처분,과

징 처분이나 상 가치 수62)인하고시 처분 등은 침해 처분인바,그

에 해서는 차 법성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즉 업무정지,과징

처분 등을 할 때는 행정 차법63)에 따른 의견제출 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상 가치 수인하고시 처분 등을 행할 때도 많은 이해

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객 ㆍ 립 차에 따라 충분히 토의할 필

요가 있고, 문성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을 받아야 그 처분이 합리

성을 띨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2)의사의 업무량,진료비용(장비수가 등), 험도를 고려하여 각 요양 여행

별로 수치를 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로써 정한다.

63)제22조(의견청취)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의견제출)① 당사자등은 처분 에 그 처분의 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

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
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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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우선 업무정지나 과징 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구체 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행정청이 충분

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 법성을 주장하여 법 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일반 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이유를

구체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법원 2002.5.17.선고 2000두8912

결 등)」는 을 제로,「처분 상,처분 상,처분근거,처분이유와 부

당 액 행정처분 산출내역을 고지하고 요양기 측이 지조사 당시

법사실에 하여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도장을 간인까지

하 다면 처분 당시 부당청구일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상

하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시하여(서울행정법원 2011.11.24.

선고 2010구합46609 결,서울고등법원 2011.4.21.선고 2010 19395

결 등),처분시 당사자에게 일일이 몇 월 몇 일의 어떤 항목이 부당하

다는 정도까지 처분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청의 입장을 지

지하 다.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7일 까지

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 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근거로

그 차를 지키지 않고 지조사원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

지 않은 을 문제로 삼은 사안에 해서도,법원은 「병원의 법사실

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 조사사실이 사 에 유출되면 병원

이 이에 비하여 폐업,자료은닉 등의 행 를 하거나 수진자들과 통모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 통지를 할 필요없이 지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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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사의 목 을 구두로 통지하면 족하다」고 시한바(서울행정법원

2011.10.26.선고 2011구합3814 결 등),이는 행정조사의 특성상 사

통지로써 자료가 사 에 은닉되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을

앞세워 당사자의 차 기본권을 일부 제한시킨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CT,MRI등 상수가의 상 가치 수를 보건복지부에서

직권으로 인하함에 있어 ‘문평가 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

제가 된 사안64)에서,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행 ㆍ치료재료의 결

정 조정기 」의 해석상 보건복지부장 이 직권으로 상 가치 수를

결정ㆍ조정할 때에도 요양 여행 에 소요되는 업무량,자원의 양,행

의 험정도를 고려한 문 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문평가 원

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시하여 상 가치 수인하고시를

취소하는 결을 행하 다(서울행정법원 2011.10.21.2011구합13125

결,서울고등법원 2012.4.27.선고 2011 40655 결).

이 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청’에 의한 상 가치 수 결정ㆍ조정

이든 ‘직권’에 의한 상 가치 수 결정ㆍ조정이든 모두 문평가 원회를

거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문평가 원회의 구성을 확 개편하는 조

치를 취하 다.

64)보건복지부장 의 직권이 아닌 요양기 등의 ‘신청’에 의한 상 가치 수

결정ㆍ조정에 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에서 의료행 문평가 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 원회를 모두 거치

도록 하고 있었으나,직권에 의한 상 가치 수 결정ㆍ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인 「행 ㆍ치료재료의 결정 조정기 」에만 그 근거 규정이 있었던바,그간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의 내용에 하여 자체(내부) 칙으로 보아 신규로

상 가치 수를 부여할 때는 문평가 원회를 거쳐 건강정책심의 원회 심의

까지 거쳤고,기존 상 가치 수를 조정할 때는 상 가치기획단을 거쳐 건강정

책심의 원회를 거치는 차를 밟는 식으로 운 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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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법하 다고 하여 그 결과 행하여진 결과의 실체까지 법해

진다고 할 수 있는가’는 비단 법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 반에

걸친 근본 물음이기도 하다.

‘실체 법성 여부’에 하여 쉽게 단을 내리기 어려운 역에서

는 그 차의 법성 담보를 통하여 실체 법성에 근 할 수 있을 것

이며, 차의 법성을 경시할 경우 결과만능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는 인식이 차 확 되어 가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 최근 법원이 시

한 상수가 인하 취소사례와 같이 ‘차’의 법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망된다.

다.건강검진 후 진찰료와 련한 고시의 문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 여의 용기 세부사항」에 규정된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의 진료행 를 했다고 하

더라도 검진에 포함된 진찰료 외에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찰료 환수 조치를 한 데 하여 그

법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 련 고시 문헌상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검진 결과

에 바탕하여,혹은 검진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연계하여 기존 질병

는 다른 질병에 한 진료행 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며,건강검

진과는 별개의 상병으로 진찰을 받았다면 그 진찰료는 인정하여야 한

다」는 취지로 시하 고( 법원 2011.11.24.2011두16025 결),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건강검진 당일 별개의 상병으로 진찰받은

경우 진 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내용이 100%의 진찰료가 아닌 50%의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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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만 인정하고 있어 법원 결의 취지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음

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바,이 문제도 향후 다시 법 다툼이 제

기될 것으로 보인다.

라. 지조사 련 사례

지조사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요양기 의 운 실태와 정책 규

제가 충돌하고 있는 바,일단 법원은 기본 으로 「행정법규 반에

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 의 달성을 하여 행정법규 반이라는

객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자에게 고

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65),법문상「속임수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요양․의료 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의료 여)기 이

요양(의료 여)비용을 받기 하여 허 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극 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의

료 여)비용으로 지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 받는

행 를 모두 포함한다」66)는 제 하에 구체 요양기 실태와 정책

사이의 갈등 사례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단하고 있다.

(1)본인부담 수납 장 작성 제출의무의 문제

지조사에서는 여 상인 것을 비 여로 환자에게 받은 것이 있

는지,환자들이 총체 으로 부담한 비용이 법한 것인지를 보기

하여 ‘환자들이 실제로 낸 액’을 은 본인부담 수납 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법령상으로는 ‘본인부담 수납 장의 작성

65) 법원 2003.9.2.선고 2002두5177 결 등

66) 법원 2008.2.10.선고 2008두3975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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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산서․ 수증을 체할 수

있는 장부로만 되어 있으나(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제7조 제4항67)),법원에서도 실질 으로 환자가 낸 비용의

법성을 단하기 해 본인부담 수납 장이 필요하다는 을 인

정하여 그 작성 제출의무를 부분 인정하고 있으나(서울행정

법원 2011.7.14.선고 2011구합3708,2011구합5445(병합) 결

등),법 문언에 충실하게 ‘본인부담 수납 장’이라는 장부의 작성

제출의무는 없으므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하는

것은 법하다는 사례도 존재한다(서울행정법원 2010.4.16.선고

2009구합55928 결).

후자의 행정부 패소 결은 지조사시 요양기 에 제출을 요구할

때 무조건 「본인부담 수납 장」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명

확하게 「계산서․ 수증 는 이를 체할 수 있는 본인부담 수

납 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 평가된다.

(2) 법한 비용 산정을 하여 물리치료사 등의 ‘상근’을 요구하고 있

는 규정의 문제

요양(의료 여)기 이 행한 요양(의료) 여에 하여 정당하게 요

양(의료) 여비용으로 보 받기 해서는 정당한 자격자가 행하여

67)제7조(요양 여비용 계산서· 수증의 발 보존)④요양기 이 요양 여

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 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요양기 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 수납 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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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를 들어 재활용양병원에서의

기능 기자극치료는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문의 등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

록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비용으로 산정받을 수 있고,일상생활

동작훈련치료는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에 하여 1 1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비용으로 산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행 여․비 여 목록표 여 상 가치 수[보건복

지부 고시])제7장 이학요법료)68).

한 보건당국이 법한 비용 산정을 하여 요구하고 있는 물

리치료사 ‘상근’,입원환자 식 에 한 가산을 하여 요구하고 있

는 양사 등의 ‘상근’(건강보험 행 여․비 여 목록표

여 상 가치 수[보건복지부 고시]제17장 입원환자 식 )69)은 매

일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일과시간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는 편이고,이에 하여 요양기 측은 보조인력의 수

난 등을 들어 ‘상근’의 의미를 보다 완화할 것을 주장한다.

법원이 ‘상근’에 한 단기 으로 삼고 있는 것은 통상 다른 병

원 등의 ‘상근자’의 근로형태,보수 등으로서(「‘상근’의 사 의

68)이러한 고시는 요양 여의 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 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 수로 나타낸 것으로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 사항을

보건복지부장 으로 하여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

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외 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법원 2001.3.23.선고 99두6392 결 등).

69)요양기 이 양사를 직 고용하고(직 가산), 양사 등의 상근을 요구하

고 있는 취지( 양사 가산)는 입원환자식의 질 보장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1.14.선고 2010구합32716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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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날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맡은 일에 종사하는 근무

이며,‘상근자’라고 함은 일반 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무수 이 당

해 사업자의 다른 근로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근무일수 등)과 비

교하여 비슷한 수 일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서울행정법원 2011.

9.7.선고 2011구합13224 결 등)고 하나,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여를 더 게 받더라도 종사하는 일에 특수

성이 있고 ‘상근’개념에 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시간제,격일

제,일부 계약직을 배제하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직 범 를 설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 패소 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8.25.선고 2010 40856 결),간호인

력 확보수 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한 사안에서 간

호감독이 아닌 ‘입원환자 담 간호사’의 수에 따라 차등수가를 산

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 Ⅴ.요양병원)의 용에 하여 해당 요양기 측의 특

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호과장’의 직함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일반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외래환자 간호도 병행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입원 담 간호사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건당국 패소 결을 한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2.1.선

고 2010 14659 결)70).

(3)업무정지처분 후 운 자가 달라질 경우 처분의 승계 문제

업무정지처분은 기본 으로 물 (代物的)처분으로,운 자가 달

라졌다 하여도 그 처분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국민건강보험법

70)이는 보건복지부장 의 지조사로 발된 사안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지확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발된 사

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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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제3항71)본문).법원에서 다툼의 상이 되었던 사례 특

이한 것은,조사 상기간 운 자가 추가된 경우 조사 상기간을

단독운 기간과 공동운 기간으로 나 어 부당 액을 따로 계산하

여 합산하는 방식72)에 한 것인데,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이 근본

으로 ‘요양기 ’에 하여 행하여지는 물(代物)처분임을 제

로, 지조사의 상기간을 요양기 의 운 자가 추가되었다는 우

연한 사정으로 이 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장 패소 결을 내렸다(서울행정

법원 2010.7.15.선고 2009구합54505 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은 지조사의 조사 상기간 운 자

가 추가(변경)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체 으로 합산하여 부당

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산정방식을 변경하 다.

(4) 여비용을 법하게 받기 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자격 등)

갖추지 못한 것이 있기는 하 으나,실제로 지출한 비용(약값)이

있었을 경우 부당 액의 산정 문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약제실에서 약을 조제하여 환

자들에게 교부한 사례의 경우,그 조제행 가 무자격자에 의한 것

으로 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들에게 약이 교부되어

약제비가 지출이 되었다면,부당 액에서 약제비를 빼야 한다는

71)제85조(업무정지)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 을 양수한 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업무정지처분의

차가 진행 인 때에는 양수인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하여 그

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72)이 게 할 경우, 체 기간에 한 부당 액을 합산하는 것보다 각각의 분

모가 작아져 부당 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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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요양기 측에서 제기되었다.그러나 법원은 부당 액을 ‘원

인행 가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소극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잘못된 원인행 로 비롯된 비용 체를 아우르는

비용’이라고 극 으로 해석하여 그 주장은 배척하면서(서울행정

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12280 결 등),다만 약제비 비

이 부당 액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 보건복지부장 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

지로 보건복지부장 패소 결을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

1.14.선고 2009구합29929 결).

패소 결은 구체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

다는 것이기는 하나,잘못된 원인행 로 인하여 후속결과( 여비용

지출)가 여러 종류로 나타난 경우,그 여러 가지 결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일 하여 ‘부당’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지속 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비용 감액(조정)처분에 한

단

요양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여 특정한 요양 여비용의 심

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요양 여가 ‘요양 여의 용기 세부사

항’에서 정하는 인정기 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

편,그 요양 여가 그 항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에 한 의학 인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특히 의료행 에 한 정보는 의료기

측이 독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의료기 이 그 진단과 치료의 정성

그 효과에 한 의학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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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이다(서울행정법원 2007.12.21.2007구합20881 결,서울고등법원

2007.11.12.선고 2006 16382 결 등).

그러나 이러한 의학 증명책임이 제 로 의미를 갖기 해서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 73)의 의미가 명확하여야 하는바,국민건강보

험법 체계 성립 기인 2001～2005년까지는 심사기 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의 다툼의 상도 부분 의학 견해 다툼( 표 으로 척

추 소송에서,보존 치료 요법만으로 가능한데 수술을 한 경우인지 아

닌지)여부 등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패소하는 사

례도 많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진료심사평가

원회(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에서 정한 기 이었는데,그러한 기 에

하여 의학 근거가 축 되고 동일․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성이 제고되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 고시’로 법 규정화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심사기 이 좀더 분명

해지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의 정당성을 사법부에 의하여 인정받

는 사례도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73)보건복지부 고시 ‘요양 여비용 심사․지 업무 처리기 ’제4조(요양 여비

용의 심사)① 심사평가원은 요양 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

청구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

는 심사기 은 공개하여야 한다.

1.법 제3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여기 에 한 규칙에서 정

한 기

2.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여비용의 산정내역

3.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요양 여비용의 산정지침

4.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료심사평가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 여비용의 심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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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의 이행 방식 변화

가.처분심의 원회 신설 자문 원회의 법 문성 강화

지속 으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에 하여 법 다툼이 제기

되자,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소 법령에 따른 각종 처분의 정

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 하여’처분심의 원회를 설치하 다(2012.6.

7.보건복지부 규 제34호 「소송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처분심의 원회는 보건복지부 소 법령을 근거로 하는 처분 소

과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처분과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한 처분에 하여

심의하며,그 원은 소 과의 장,보건복지부 소송을 총 하는 규제개

법무담당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등이 포함되도록 하 다.

한 사회 으로 큰 문제가 된 ‘종합 동맥 근부 막성형술(카

바수술)’의 쟁 사항 해소와 정책 자문을 하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료정책실 산하에 자문 원회를 두었는바, 문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

이 있으나 공정성과 객 성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법조계 인사 1인을 자

문 원에 포함시켰다.

두 사례 모두 결국 처분의 집행 반과 련하여,사법 단과 련

한 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정책 이행 방식의 근본 변화를 가져

온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나.법규교육ㆍ요양기 종사자 교육

건강보험정책과 련한 소송 건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조사 후 업무정지·과징 부과처분을 행한 것에 한 것인바, 지

조사 실무는 보건복지부의 탁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조사



-80-

실에서 행하고 있다74).

지조사와 련하여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자,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서는 내부 변호사들이 여조사실 직원들을 상으로 법

규교육 등을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특히 지조사와 련한

패소 사례를 특별히 분석하는 법규교육도 행하여,향후 패소 결을 받지

않기 하여 어떤 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도 하 다.

한 보건복지부의 「소송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제15조에서

도 규제개 법무담당 (소송총 )은 소송수행자,소 과 처분 련

담당자에 하여 교육을 주기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단 행정청 내부 직원 교육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바,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변호사들이 병원에서 직 요양 여비용 청구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 로 연 1회 요양 여비용 심사와 련된 소

송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74)제84조(보고와 검사)②보건복지부장 은 요양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 을 포함한다)에 하여 요양·약제의 지 등 보험 여에 한

보고 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계인에게 질문을 하

게 하거나 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권한의 임 탁)②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 의

권한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는 심사평가원에 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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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결 론

사법 단의 상이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련되는 경우,사

법부는 정책의 타당성보다 좁은 개념의 법률 타당성만을 단 상으로

하 을지라도 결과 으로 행정부의 손을 들어 으로써 정책에 힘을 실

어 사례도 있고,임의 비 여 사례와 같이 정면으로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행하여진 계약의 법성을 인정하여 정책에 변경을 래한 사례

도 있다.

약가 정책에 련해서는 큰 틀에서 약제비 인하라는 방향에 해서는

지지해 사례가 많으나, 리벡 약가 인하 사례와 같이 법률 논리로

정책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와 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매우 시함으

로써,국민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결정의 참여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 다.

법원의 패소 결 는 헌법재 소의 헌결정은 직 으로 정책이나

법규의 변경을 래하 고,사법 단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하여 행정

부에서 정책 이행시 반 으로 법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다.구체 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 법 단의 가능성

이 여러 가지로 존재할 경우 그에 하여 법 검토를 행함으로써 특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향을 미치고,패소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게 한

것이다.

결국 근본 으로는 사법이 정책을 변경한 경우이든 정책을 지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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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든 사법 단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정책을 지지한 사례 역시 (前)미국 연방 법원장 Charles

EvansHughes의 말처럼,국가가 발 하는 가운데 그 필요에 의해 행사

되는 국가 권력이 헌법 한계를 수하면서 행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국가발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헌결정보다도 더욱 요한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75).

결국 궁극 으로는 사법이 건강보험정책과 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사법부는 법이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인 정의,

합목 성,법 안정성의 이념을 제 로 구 하여 건강보험정책이 지향

하는 근본 가치인 사회 기본권(건강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효화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련한 문제는 실 인 면 뿐만 아니라

이론 으로도,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한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75)CharlesEvansHughes(2000),TheSupremeCourtoftheUnitedStates:

ItsFoundation,Methods,andAchievements,BearedBooks: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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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Judicial Judgments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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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deputesabouthealthcarepolicyhasincreasedsince2000.

Inthefirstinstance,theissueishow thecourtsandConstitutional

CourtofKorea has judged - maintained or opposed - health

insurancepolicy.

Second,ifthecourtadjudicates,whatthedecisionmeansandhow it

influencesthepolicy -forexample,itisassociatedwhetherthe

judiciaryhascontributedtotheenlargementoftherightofhealthor

obstructed-arecontroversial.

Manycasesshow thatthecourtandtheconstitutionalcourtassented

thelegalityaboutthepolicy,soapprovedthehealthinsurancepolicy.

Butifthe specific provision is declared unconstitutionalor the

authoritieslosethelawsuitbecausetheyviolatethelegalprinciple

or contradictthe formallogic,the practicalinfluences are very

significant.Asaresult,whentheauthoritiesexecutehealth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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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theyconsiderthepossibilityofjudicialdeputesanddebatethe

maintenanceofthepolicyclosely.

Fundamentally,fortheessentialvalueofpeoples’socialrightsrelated

with health care,the role of the judiciary should be studied

conti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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