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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른바 ‘약가’라고 한

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 이 제도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의 원가에 존재하는 리베이

트 상당의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부차적으로는 의약품 제

조업자 등에게 약가의 감액을 통해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약품 리

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도 있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가 규제를 통해 리베이트 규제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약

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가 결합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리베이

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리베

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단순히 약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에

서 더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대법원 판

례는 없고,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위 제도가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위 제도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의 위배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엄격해석원칙의 적용,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리베이트-약가제도의 이해와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제재적 행정처분,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원칙,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학번 : 2015-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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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보건의료 분야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예전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는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 이내에서

만 요양급여비용을 상환해주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실거래가 상환제’1)에서 요양기관은 약제를 저가(低價)

에 구매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어 실제 약제의 판매가격이 정부가 고시하

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정부가 정하는 고시금액은 약제

의 판매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의약품 리베이트 역시 예전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리베이트

자체는 일종의 가격할인으로서 시장경제에서는 장려의 대상이지만, 의약

품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주권을

위협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부터 규제를 받아 왔다. 이는 비

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약

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의 규제방식은 자율규제보다는 사후규제(형사처벌, 행정적 제재 등)

가 강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다
수의 하급심 판결문 및 보건의료행정분야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
므로, 본 논문에서도 편의상 위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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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2)는 위법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른바 ‘약가’라고 한

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 이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의 원가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상

당의 거품을 제거하여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약가 규제와 리베이트 규제, 두 가지 측면에서 위 제도

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단순히 약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

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

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행정사건에

서, 고시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다.

이와 같은 논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약가와 리베이트 규

제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리

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둘러싼 여러 법적쟁점들(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엄격해석원

2) 이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
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투는 다수의 행정사건에서 하
급심 법원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본 논문에서도 편의상 ‘리베이트-약
가인하 연동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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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적용,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을 약제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규제 측면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논

의하고, 위 제도에 관한 법적 통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제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

한 규제를 차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리베이트-약

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법적 통제 -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의 문제 - 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제에 대하

여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구조, 약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

과 그에 대한 통제로서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고시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제방식을 검토

한다.

제3장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을 외

국에서의 규제방식과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

제방식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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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재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도에 관한 법적 통제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의 문제를 검토한다.

본 논문을 통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법적 성질을 중

심으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위 제도의 본

질과 적정한 운영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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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규제

제1절 예비적 고찰 :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구조

1. 의의와 특징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

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그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사회보장의 일환

으로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료보장’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

다)은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방식, 이른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3)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의료문제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은 일반 사보험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이 있다.

가. 강제가입

3) 이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구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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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5조 제1항). 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다. 이는 계

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계약의 체결여부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

하는 사보험과 구별된다.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건강보

험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

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어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

하게 되어 위험분산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충분한 적용인구의 뒷받침이

없어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을 건강

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4)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 국민을

포괄적 적용대상으로 하여야만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

든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강제가입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

나. 보험료 차등부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4)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2010), 62쪽.
5)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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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반 사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도 사회보험

의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배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6)

다. 기타

(1)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균등한 급여가 실시된다(급여의

균등성).

(2) 강제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

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자

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보험료 징수의 강

제성).7)

2. 구성주체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법 제13조). 공단은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⑤ 보험급여비

6) 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7) 노병호·한정식(주 4), 63∼65쪽.



- 8 -

용의 지급, ⑥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법

제14조 제1항).

이와 같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법 제13조),

위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았으므

로(법 제14조 제1항) 공법인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주체에 해당한다.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62조).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법 제63조 제1항). 심사평가

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

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법 시행

규칙 제29조 제1항).

심사평가원은 공단과 별개의 법인격이다(법 제64조). 이는 심사평가원

이 공단과 독립한 위치에서 의료서비스와 비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함이다.9)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관계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절차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심사평가원이 공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심사평가원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위 법률의 취지

를 고려하면, 심사평가원에게 본래적으로 속한 권한이라고 봄이 타당하

8) 최계영,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
호(2014), 45쪽.

9) 서태환, 의료 행정소송실무상의 제문제 –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2집(2011), 349∼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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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다. 요양기관 - 의료공급자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를 직접 실시

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

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

다(법 제42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으로 지정

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법 제42조 제1항, 제5항).

이를 이른바 ‘당연 요양기관제’라고 한다.11)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

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충분

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국민의 건강복지를 보장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제도이

다.13)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

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 공공의료기관의

10) 최계영(주 8), 45∼46쪽.
11) 이는 의료기관과 보험자와의 계약에 따라 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계
약지정제’와 구별된다.

12)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865 결정.
13) 최계영(주 8),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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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4)

라. 가입자 등 - 피보험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법 제5조 제1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3. 요양급여의 실시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가. 요양급여의 실시

(1) 의미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

여 보험자가 직접 또는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2) 주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

14) 주 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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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요양급

여의 실시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의무

가 공단에게 있는 점(법 제47조), 국민요양비·부가급여·건강검진 등 각종

보험급여의 의무가 공단에게 있는 점(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권한을 가지고(법 제53조),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

에 따라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점(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을 고려하면, 요양급여의 실시주체는 공단으로 해석

된다.15)

(3) 대상 및 내용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국

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

한 것이다.16)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

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부담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17)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 즉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사유는 질병·부상·출산이다(법 제41조 제1항).

요양급여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포함된다(법

15)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2003), 262쪽.
1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1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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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항목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비급여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요양급

여행위 및 약제치료재료에 한한다(법 제41조의2, 제41조의3).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본다.

‘약제’란 약사법상의 의약품을 의미한다. 약사법상 의약품이란 (i) 대한

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ii) 사람이나 동물의 질

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

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iii)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

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4호). ‘치료

재료’란 의약외품 중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

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붕대·가제 등이 치료재료에 해당

한다.18)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이란 의약품을 ‘조제’(처방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제를 주사하는 경우, 치과 충전재료(인산기멘

트, 아말감 등)를 시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약제·치료재료를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약품의 ‘조제’는 일정한 처

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약을 혼합하여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조제의 개념에 포함된다.19)

18) 정홍기·조정찬(주 15),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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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1) 의의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즉, 요양급여비용은

진찰·검사,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비용과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그 중에서 진찰·검사,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은 ‘행위’라고 지칭하며(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8조 제2항) 이에 대한 비용을 실무상 ‘수가’라고 한다. 한편 약제·치

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무상 ‘약가’라고 한다. 정리하면, 요양급여비용은

‘행위’와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즉 수가와 약가 등을 의미한다.

(2) 방식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수요자(가입자, 피부양자)가 공급자(요양

기관 등)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수요자가 공단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공단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가를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20)

요양급여는 사람의 생명,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수요자로서는

1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
20)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등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법 제44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를 전혀 부담하
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최계영(주 8),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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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비용이 높더라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유인이 강하

다.21) 한편 요양급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수요자로서는 그 내

용과 질에 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22) 이와 같이 요양급여는 가격 비탄력성, 소비자의 선

택권 제한, 의약품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지급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지 않고 공단이 개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 요양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

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질병명 또는 부상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을 기재한다(법 시행령 제19조). 이와 같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법 제47조 제1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관(심사평가원)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관(공단)의 분리에도 요

양기관이 절차상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21) 김한나·김계현, 보건의료분야 리베이트 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
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5권 제4호(2014), 267쪽.

22) 정홍기·조정찬(주 15), 362쪽; 김한나·김계현(주 21), 269∼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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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

면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47조 제2항). 이때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심사청구

내용이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 여부) 뿐

아니라 요양급여 자체의 적정성(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까지 평가한

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이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급

여비용에 대한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기관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

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법 제47조 제3항). 심사

평가원이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같은 법 제

47조 제5항).

제2절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약제 요양급여의 기준

가. 의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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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다. 수요자는 요양급여비용이 본인부담금과 가입자의 보험료와 직

결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반면 공급자는 요양급여

비용을 높여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면서도 보험자의 부험료 부담수

준에 합당한 정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투입된 약제·치료재료의 원가, 환

자 수, 환자 및 보험자의 지불능력, 요양기관관리에 필요한 경비, 요양기

관의 예상이윤, 물가수준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의료산업의 발전

수준, 의료인·약사·한의사·제약회사·치료재료회사의 소득, 사회구성원의

소득수준 및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특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부담능

력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23)

요양급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국가경제 내에서의 국민 의료비 배분 요소

및 상황의 변화, 건강보험 재정상태 및 요양급여 수준의 변동 등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

법기술상 불가능하다.24)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

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법 제

41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요양급여기

준이라고 한다.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

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25) 요양급여기준은 강행규정으

23) 정홍기·조정찬(주 15), 363쪽.
24) 서태환(주 9), 16쪽.
25)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7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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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는 요

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진료수가를 징수하

여야 하고, 비록 수진자의 사전 동의 하에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

고 그 차액을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

이 없게 된다.26)

나. 종류27)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 및 요양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1조 제3항, 제4항).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절차·대상·범위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비

급여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

성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하는데(위 규칙 제

2조)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별표 2에 해

당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즉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위 규칙 제9조), 이를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한다

고 한다(법 제41조 제2항 제1호).

26)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2267 판결.
27) 서태환(주 9), 16∼21쪽; 최계영(주 8), 50∼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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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위 규칙 제5조 제2항). 그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계·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고

시를 정한 것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의

약계·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을 확보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

입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한금액표

요양급여‘행위’에 관한 비용은 상대가치점수와 단가로 정해지는 반면,

약제와 치료재료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진다.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

액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는 치료재료 급여 목록 뿐 아니라 비급여 목록에 대해서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약제 및 치료

재료의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과 그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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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비용 산정 – 실거래가 상환제

가. 의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

관이 해당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상한금액으로 하도

록 정하고 있다. 즉,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금액을 기준

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실무상 ‘실거래가 상환제’라고 한다.28)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비용과

달리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금액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약제·치

료재료에는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자(제약회사 등) 간의 거래관계가 개

입되기 때문이다. 만약 약제·치료재료를 요양급여행위의 경우와 같이 의

료계와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면, 요양기관으로서는 계약으로 정

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여 수입을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고 의약품공급자로서는 요양기관의 수요를 충족하여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약

제 등을 공급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의약품공급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정상

2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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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제 해당 약제 등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나. 취지

(1) 고시가 상환제의 한계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산정방식은 이

른바 ‘고시가 상환제’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장도 출하가격

에 일정한 유통이윤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

환하는 제도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진료행위료’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약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통비용 이외에는 이득을 취할 수 없도

록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상환하려는 취지이다.29) 1977. 7. 1.부터 1999.

11. 14.까지 시행되었다.

고시가 상환제는 상환비용 산정의 간이함 덕분에 행정상의 비용을 줄

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의약품의 고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액이 의료기관의 수익이 되어 의료기관이 상당한 자본축적을 할 수 있

었고 덕분에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준

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초기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조기정착

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고시가 상환제는 약제의 고시가와 실제 구입가격 사이에 상당

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약제의 고시가와 실제 구입가격 사

29) 이규식·정형선, 선진국의 약가정책 고찰을 통한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병원경영학회지, 제8권 제1호(2003),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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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차액을 요양기관이 취득하게 되고 이는 공단, 종국적으로는 가입자

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다.30)

이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요양기

관의 부당한 약가 이윤을 제거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가 1999. 11. 15. 도입되었다.31)

(2) 도입목적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가 상환제에서 요양기관에 귀속되었던 약가 이윤이 최종 소

비자인 국민에게 환원되고 의약품 과잉처방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

였다. 이것이 사실상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의 가장 핵심적 이유이다.32)

둘째, 의약품공급자가 스스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 시장경제원

리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셋째, 의약품공급자가 단순한 가격경쟁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품

질경쟁을 유도하여 신약개발 등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요양기관이 약제의 실제 구입가격대로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요구하지 않게 되므로, 의약품공급자가 가격경쟁 보

30) 이규식·정형선(주 29), 4∼5쪽.
31) 부수적으로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려 하자 의
료계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하여 의약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실을 우려하여 의약분업에 격렬히 반대하자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동기를 없애 원만하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
입하였다는 의견도 있다[박성민, 약가 제도의 역사와 약가 인하 소송
들, FDC법제연구, 제7권(2012), 47∼48쪽].

32) 선정원, 실거래가상환제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24권(2009),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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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품질경쟁을 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33)

다. 특징

실거래가 상환제의 특징은 요양급여 비용으로 상환받는 금액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간접적 가격규제제도로 기능한다.34)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 당시에는 실제 구입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실거

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금액과 99% 이상 일치하는 양상

을 보여 결과적으로는 상한금액이 사실상 상환가격으로 되고 있다.35)

라. 한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시행 초기에는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의 상

한금액을 인하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 실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만

8,000여 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

다.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33) 선정원(주 32), 190쪽.
34) 선정원(주 32), 191쪽.
35) 이재국, 한국의 약가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16), 57쪽.
36) 박성민(주 31),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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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가인하 유인의 상실

○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유인 상실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유인이 없

다. 요양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라면 실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지급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기관은 고가의약품, 특히 신

약의 처방비중을 높이게 된다. 요양기관은 가격조건보다는 품질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약의 경우 다국적 제약회사가 제

조, 판매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37)

○ 제약회사 간 가격경쟁 소멸

의약품공급자는 약제·치료재료의 판매가격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 약제·치료재료의 판매가격을 상한금액보다 낮게 판매하면 해당 약

제·치료재료에 대한 다음연도 상한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

격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상한금액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또한 보험재정

의 악화로 이어진다.38)

(2)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발생

37) 고수경, 의약품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4월 약가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14), 34쪽.

38) 이재국(주 35), 61쪽; 이규식·정형선(주 29), 8쪽; 선정원(주 32) 191∼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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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에서는 요양기관이 약제·치료재료를 상한금액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유인이 없으므로, 의약품공급자는 약제·치료재료

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

트의 방식으로 요양기관에게 제공하여 판매 촉진을 하게 된다.39) 결국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주된 발생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40)

제3절 약제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시의 의의

1.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이는 대부분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조정이다), 제약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제·치료재료의

원가, 환자 수, 환자 및 보험자의 지불능력, 요양기관의 예상이윤, 물가수

준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의료산업의 발전수준, 사회구성원의 소

득수준,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의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요인은 가변적인 사항이

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 대해

서도 통제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9) 이재국(주 35), 62쪽; 이규식·정형선(주 29), 8∼10쪽, 선정원(주 32),
197∼200쪽.

40)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5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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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

가. 직권 조정사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을 직권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에서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규칙 제1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4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

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

하여 하급심 법원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은 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금액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정

한 계약제와 다른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

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제의 취지가 한정적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점, ② 요양급여‘행위’의 경우 당연지정제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

급여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는 반면, 약제의 경우 약제 제조업자 등의

자율적인 요양급여결정 신청에 의하여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되기 때문

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사적 자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의 재정 내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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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실제 거래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닌

점을 근거로 들었다.41)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

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

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

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위

규칙에서 이른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4. 9. 1. 개정된 위 규칙에서 위 내용이 삭제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2가 2018. 3. 27. 신설되면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의 요양

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서 규정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권

조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직접 규율하게 된 것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다른

직권 조정사유들과 다른 성질이고 그에 따라 법률유보의 문제가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42)

아래에서는 직권 조정사유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유 두 가지를 살펴본

다. 다른 직권 조정사유들과 구별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

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청구금액-약가 연동제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결정 시 공단은 약제의 예상 사용량, 요양급여비

용의 예상 청구액, 요양급여의 범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약제

41)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99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0679판결(항소기각, 확정).

42)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 참고.



- 27 -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재평가결

과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해당 약제 제조업자

등과 협상하여 그 협상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요양

급여기준 제11조의2 제8항). 그런데 협상 당시 예상했던 사용량과 청구

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약제가 판매되는 경우 보험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협상 결과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이러한 경우 약제 상한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 이를 이른바 ‘청

구금액-약가 연동제도’라고 한다.

청구금액-약가 연동제도는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예상 청구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부분에 상응하게 상한금액을 감액하여 적정한 약가를

유지하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최초 약제 등재 당시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예상 사용량 또는 청구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는 것에 대한 제재적 행정작용으로 볼 수는 없다.43)

(2) 복제 의약품 등재로 인한 약가 조정

신약과 동일 제제인 복제 의약품이 신규로 등재될 경우 해당 복제약은

기등재된 동일 제제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53.55%로 산정하고 복제약

이 신규로 등재되면 종전에 최초로 등재된 신약도 1회에 한하여 종전 상

한금액의 53.55%로 조정하는 제도이다(규칙 제13조 제1항 제4 내지 6

호). 복제 의약품 등재로 인하여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과잉금지원

43) 김정환, 약가조정고시에 관한 법적 쟁점 및 판례, 재판자료 제132집:
행정재판실무연구, 제5권(2016),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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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위배되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의 매출이익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

다고 해도, 합리적 약가제도를 실시하여 국민후생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 사

유로 인한 약가 인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44) 복제 의약품 등재가 법률상 의무 위반이나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

하지 않고, 복제 의약품 등재로 인한 약가 인하는 합리적으로 약가를 산

정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복

제 의약품 등재에 대한 제재적 행정작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청에 따른 조정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

자·수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의 조정을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12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는 사유는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한금액을

인하하려고 하는 경우이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제의 경우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위 신청에 따라 상한

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규칙 제12조 제2항).

제4절 약제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시의 법적 성질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기존의 논의

44)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9932;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0679 판결(항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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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입법의 실질(내용)은 법규적 사항이지만 입

법의 형식이 행정규칙인 행정입법을 말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입

법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에 관한 논

의가 있어 왔다.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은 주

로 행정입법의 실질과 형식의 고정성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어 왔다.45)

행정입법의 실질과 형식의 고정성을 인정한다면, 행정입법의 실질이 대

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이다. 반면 행정입법의 실질과 형식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

정입법은 규율사항의 효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

이다.

가. 학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는 ① 실질설(상위법

령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

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46) ② 형식설(행정입법의 법형식은 제한적

이므로 법규명령적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한 것은 대외적 구

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학설),47) ③ 위헌무효설(법규명령적 사항을 고

시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예정한 행정입법 형식이 아니므

로 위헌·무효이라는 학설),48) ④ 수권무효설(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법규

45) 정연부, 사법적 통제를 위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에 대한 논
의 체계 검토 – 법규성과 처분성에 대한 검토 체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8권 제1호(2019), 425쪽.

46)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2012), 166쪽.
47)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2012), 181쪽.
48) 김기진,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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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규칙이라는 학설)49), 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통상적인 행정규칙과 달리 그 자체로서 국민에 대한 법적구

속력이 인정되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는 학설)50)등이 있다.

나. 판례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일부

가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51)

다. 기존학설과 판례의 한계

기존 학설과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판단을 전제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체계상의 모순이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의 본질적 성질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법규명

령’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

고 있다는 것이다.52) 이는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고정성 문제에 입

각하여 행정입법의 성질을 검토하는 것에서 비롯된 한계로 생각되는데,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을 논의할 때 형식과 실질의 문제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적 성질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입

법의 본질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이는 법규

제19권 제2호(2009), 149쪽.
4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2018), 130쪽.
50)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1990), 186쪽.
5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판결 등.
52) 홍강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 소
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
기준 –, 공법연구, 제43권 제1호(2014), 362∼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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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에 관한 독일의 논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 독일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에 관한 이

론

가. 형식적 기준설

법규명령의 형식적 요건(명칭, 수권여부, 공포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는 적법

성의 조건이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이 될 수 없다.53) 따라서

독일에서 현재 이러한 형식적 기준설을 따르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54)

나. 실질적 기준설

독일의 지배적 다수설이다. 실질적 기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을 구별하는 견해인데, 실질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된다.

(1) 법효과설

53)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Müchen(2011), § 24 Rn. 37.

54) 홍강훈(주 52),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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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이 일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 즉, 외부효를 갖는 경

우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이

다.55) 그러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같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

상에 있는 행정입법의 경우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효과설은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56)

(2) 수범자의 범위설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이 일반국민이면 법규명령으로 보고, 규율대상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청이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이다.57)

다. 제3의 법영역설

행정기관이 자신의 기능영역에서 고유의 입법권을 가지고 제정한 행정

규칙은 그 자체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제3의 법형식이라고 보는 견

해이다.58) 이에 대해서는 결국 행정기관이 고유의 입법권을 가지는 기능

55) Bull, Hans Pet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
Heidelberg(2000), Rn. 304; Schenke, Wolf-Rüdiger, in:
Kopp/Schenke, Verwaltungsprozessrecht, 17. Aufl, Müchen(2011),
§47; Thieme, Werner, Verwaltungslehre, 4. Aufl, Köln(1984), Rn.
738; Ossenbühl, Fritz,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Ⅴ, 3. Aufl, Heidelberg(2007), §103 Rn. 7, §104
Rn. 44; Maurer(주 53), §13 Rn. 3, § 24 Rn. 16 ff.; 홍강훈(주 52),
365쪽에서 재인용.

56) 홍강훈(주 52) 365쪽.
57) Schlochauer, Hans-Jürgen, Öffentliches Recht, Karlsruhe(1957), S.
33, 88.; 홍강훈(주 52), 365쪽에서 재인용.

58) 홍강훈(주 52),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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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경계에 관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영역의 구별이라는 또다른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나 행정규칙이 행정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59)

라. 검토

독일의 이론들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법령보

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60) 독일의 이론들은 이와 같

은 행정규칙을 순수한 행정규칙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일련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

례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할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

력을 발생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하여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부

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규명

령으로 보는 ‘형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례는 법규명령

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특별한 논리적 근거 없이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독일의 이론에서의 분류와 같이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61) 법령보충적 행정

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는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 및 그 방법과 연

관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귀

결한다. 처분성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논의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9) Maurer(주 53),§ 24 Rn. 25, 41; 홍강훈(주 52), 368쪽에서 재인용.
60) 홍강훈(주 52), 363쪽.
61) 이와 같은 견해로, 홍강훈(주 52), 37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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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처분성 문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처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논의체계가 가능하다.

가. 법규성을 검토한 후 처분성을 검토하는 체계(법규성 선검

토 체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

고, 만약 법규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그 규율양태에 따라 처분성 여

부를 판단하는 견해이다.62) 그러나 이 견해는 법규성에 대한 선검토 후

에 다시 처분성을 판단하게 되어, 규율양태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한

후 또다시 개별적·구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문제가 있다.63)

나. 규율양태에 따라 구분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법규성과 처

분성을 검토하는 체계(규율양태 선검토 체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규율양태가 일반적·추상적인지, 개별적·구체적

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규율양태가 일반적·

추상적일 경우에는 법규성이 문제되는 영역으로 보고, 개별적·구체적일

62) 김향기, 행정법연습, 대명출판사(2019), 100∼101쪽.
63) 정연부(주 45),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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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처분성이 문제되는 영역으로 본다.6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고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

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

질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65)66) 규율양태 선검토 체

계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리체계는, 형식과 실질에 입각하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67) 해당 행정규칙에 관하여 형식과 실질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체의 규율양태를 검토할 수 있게 되므로, 위 논리체계에 따르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를 굳이 차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칙의 규

율양태에 따라 법규성과 처분성을 탐색할 수 있다.

4. 검토

대법원 판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약제의 요양급여비

용의 지급 여부를 규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

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

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고,68) 특정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

64) 김용섭·신봉기·김광수·이희정, 판례교재행정법, 법문사(2018), 620∼
621쪽.

65)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헌재 2014. 7. 24. 2013헌바183등.
6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67) 정연부(주 45), 441∼442쪽.
6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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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이다.69)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

한 대법원 판례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

는 일종의 행정규칙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행정입법의 규율양태가 일반적·추상적인지, 개별적·구체

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이후 처분성을 검토하는 체계(규율양태 선

검토 체계)에 따라 위 고시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하면, 위 고시는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규율양태가

개별적·구체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약제의 지급과 비용의 청구행

위가 있기만 하면 달리 행정청의 특별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위 고시

가 적용되는 점, 상한금액의 변동은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공

단이 지급해야 하거나 요양기관이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성 역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특정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70) 헌법재판소와 비교하면 법원이 행정입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행정입법을 직접 다툴 때

헌법소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감액

하는 고시를 다투는 경우 대부분 행정소송을 선택하고 있고, 이 경우 법

원은 보통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라는 사건명을 붙이고 있다.71)

6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7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71) 최계영(주 8),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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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론

실거래가 상환제는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시장경쟁원리

에 따라 의약품공급자에게 맡기되, 정부가 상환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함

으로써 가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약

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과 실제 판매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유인이 없는 이상, 의약품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할인으로 얻는 매출증가의 효과보다 상한금액의

유지로 얻는 매출증가의 효과가 더 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의약품공급자

는 약제·치료재료의 가격을 최대한 상한금액과 가까운 금액으로 유지하

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고시하는 상한금액은 의약품의

가격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이미 정해진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조정사유를 정

하고 있는데, 이는 약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사유들이다. 종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도 위 규정에서 정하

는 조정사유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가 신설되면서 위 법률에

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취지, 성

질상 다른 약가 조정사유들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입법과정

에서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통해 이미 고시한 약제의 상한

금액을 다시 한 번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에 제공된 약제

의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비록 약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약제의 가격이 요양급여비용의 상

한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그 실질적 영



- 38 -

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약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취지와 기능을 위한 것이다.



- 39 -

제3장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제1절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할인

방식을 말한다.72)

‘의약품 리베이트’는 요양기관이 특정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요양

기관이나 의료인·약사·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된다.73)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통일적인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

에 따라 각각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74) 이하에서 개별 법령에 따

른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1. 의료법, 약사법의 정의

의료법은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이라고 지칭한다.

의료법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

72)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56753 판결.
73) 주 33 판결.
74)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대
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2009), 200쪽; 김한나·김계현(주 21),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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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허용한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약사법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

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허용한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관계법령도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

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항)

약사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의 개념을 그대로 사

용하고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및

관계법령도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정

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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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강학상 사용하고

있다.75)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해서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의 수단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가

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

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

익제공의 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

이 포함되며, 이익제공의 상대방에는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

다.

거래상의 지위남용과 관련해서도 리베이트가 문제될 수 있다. 통상 구

매와 동시에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과 달리, 구매물량에 따라 대금의 일

부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76)

제2절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의 필요성

리베이트는 그 실질상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이고, 일반적으로는 규

제가 아니라 장려의 대상이다.77) 가격할인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이로울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효율성 내지 혁신증대의 유인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78) 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여

75)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09. 8. 12., V. 4. 가.
76)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2010),

118쪽; 이봉의(주 74) 202쪽.
77) 박형욱, 의약품 리베이트의 범위와 원인,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
회(2009), 46쪽.

78) 이봉의(주 74),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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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침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 시장경제원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작동할 것이 전제되어

야 하는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가격과 품질 중심으로 하여 공급

자와 수요자 사이의 ‘주고 받음’이 이루어지는 경쟁을 말한다.79)

그런데 의약품 리베이트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

다하여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따른 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

에 이른다면 이는 경쟁수단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요양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취하여 매출을 올리고 그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

를 수취하지 않는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보건의료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보건의료시장의 자유로운 경쟁도 저해할 수 있다.

리베이트는 가격,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다른 경쟁사업자의 리

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신규 거래처를 얻지 못하거나 기존 거래처를 상

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경쟁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다.80)

79) 박성민, 제약 산업에서의 시장 경제 원리 활성화 방안 – 정부의 역
할을 통한 시장 기능 정상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제19권 1호(2010), 248쪽.

80) 이봉의(주 74), 203쪽; 박성민·김진현,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
과 정책적 해결 방안,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2호(2019), 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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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주권의 침해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급자(의약품공급자)와 구매자(요양기관) 사이에

최종 소비자(환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의사가 의약품을 구매하

고 처방하는 행위는 이윤추구 행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만을 최대화하기만 하면 충분한

일반적인 거래관계와는 차이가 있다.81)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은 의약품공급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이익 배분

문제일 뿐 환자의 후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제공에 따라 약제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공

단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

3. 보건재정의 침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데 그 부담은 현실적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선택권이 제

한되는 국민에게 전가된다.82)

4. 기타 공공의 이익 침해

8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111호 2009. 5. 12, 2007경규
1864, 17쪽.

8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
호 제2018-53호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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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은 막대한 기술개발투자를 요하는 분야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유통이익을 확보하여 기술개발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83)

만약 제약회사가 잉여이익을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환자와 제약회사는 2차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제약회사의 품질 경쟁력이 국내·국제적으로 향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잉여이익을 기존 제품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원

가가 절감되고 결국 약가가 인하되어 환자의 후생과 제약회사의 이윤확

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제약회사가 유통이익을 연구개발이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에 사용

한다면, 위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제약회

사들의 진입이 용이해져서 시장이 분할되고 결국 제약회사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욱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발생

하게 될 것이다.84)

제3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1. 약사법, 의료법에 의한 규제

가. 리베이트 쌍벌제

83) 이봉의(주 74), 205쪽.
84) 박성민(주 31), 268∼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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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약품 판촉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

관 등에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

만, 약사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활동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5의2.), 이는 불합리한 처벌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금지대상

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은 위와 같이 의약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수령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

88조 제2호).

이와 같이 리베이트의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

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취지는,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

관 종사자 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 의료기관 종사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익제공 강요가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85)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 취지, 법정형이 형법상 배임수재죄보다

낮게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의료인 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여전히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의

85) 이흥권, 배임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재판실무연구, 제5권
(2013),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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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위반죄와 배임수재죄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

가 있다.86)

나. 판매 등 업무 및 자격정지 처분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

조소 폐쇄, 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1년의 범위에

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5의 2).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에

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사자격이

정지를 할 수 있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의

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면허자격을 면허정지 제재

를 가하는 방법이 전부였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처분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재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

86) 이흥권(주 85),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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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

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 법률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 중

에서도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이른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로 의율되어 왔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분류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제

1호의2).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법률이 제공을 금지하는 이익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

당한 이익’에 해당한다.87) 따라서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 리베이트는 부

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그 밖에 한국제약협회(KPMA)와 다국적의약산업

협회(KRPIA)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

명거래를 위한 자율규약’의 준수 여부 또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이나 회식비 또는 기부금 제공, 학회참가비 지

원이나 골프접대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88)

나. 거래상의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87)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09. 8. 12. V 4 가 (2).
88) 공정위원회 의결 제2007-562호, 제2007-552호, 제2007-553호 등,

2007. 12. 20.



- 48 -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는 구입강제(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익제공강요(거래상대방

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제공(그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

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

표 제1호의2 제6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거래상대방, 즉 의약품 공급업체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고래상 지위남용, 그 중

에서도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89) 공정거래위원회

는 의료기관의 규모, 의약품 대량수요자로서 발주자인 지위, 계속적 거래

관계, 계약의 이행감독권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상 지위

를 인정하고 있고, 여러 정황을 기초로 해당 행위가 의료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90)

제4절 리베이트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8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025호, 2002. 1. 17.
9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026호, 제2002-018호, 2002. 1. 17.; 의
결 제2003-071호, 200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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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

성에 공감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를 규율하는 방식은 국가별

로 상이하다. 아래에서는 외국에서의 리베이트 규제방식을 간략하게 검

토하고 한국의 규제와 비교하여 본다.

1. 미국

가. 사전규제 - 선샤인법(Sunshine Act)

위 법91)92)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회사들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

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전년도에 제공한 이익제공과 관

련하여 ① 이익제공 대상(이름, 주소, 전공과목, 면허번호), ② 제공한 이

익(가치, 방법, 성격), ③ 이익제공과 특정 의약품의 관련 여부 및 해당

의약품의 명칭 등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장관

(United States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수 당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91)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와 의료보험 합리화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Section 6002에 해당하는 ‘의사 대상 지불내
역 공개법’(Physician Sunshine Payment Act)이고, 2013. 3.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92)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이
나 심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자유법을 제약
산업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이산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
벌제의 타당성 고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의료법윤리학(201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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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법의 핵심은 이익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국가가 처벌 내지 제재하기

보다는,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다.93)

나. 사후규제 - 킥백금지법(Federal Anti-Kickback Statute)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Medicare, Medicate) 하에서 의사의 처방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5,000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미국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환자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의 범위는 상당히 좁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규제방식과는 그 의미와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94)

다. 자율규제

미국 사회보장청 산하 의료조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는 제약회사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 가이드라인(Compliance Program)을

통하여 이익제공 행위의 허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의 자체적 규약(PhRMA Code on Interaction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을 통해 이익제공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93) 조석균,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
(2020), 89쪽

94) 조석균(주 93),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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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약회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부는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면 제약협회의 자체규약에 따른 이익제공 행위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의 윤리지침(Code of Medical Ethics)을 통한 의사 개개인

의 자율적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는 윤리지침을 위반하

는 경우 의사회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고 있다.

2. 독일

가. 자율규제

독일연방의사회(Bundesarztekammer)는 ‘의료와 윤리’(Medizin &

Ethik)라는 윤리강령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의 수수행위가 금지되고, 예외

적으로 학술적·전문적 목적을 가진 행사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되고 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의사협회를 통한 자율규

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95)

나. 사후규제

독일은 보건관리에 관한 부패방지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 im Gesundheitswesen)이 2016. 4. 14. 도입되면서 형법 제

299조(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에 제299a조(보건분야에

95) 조석균(주 93),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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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부정수재), 제299b(보건관리에서의 부정 증재)가 신설되었다. 이를

위반했을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특히 정도가 중할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3. 일본

가. 자율규제

일본의사회는 자체 윤리지침을 통해 리베이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

다. 윤리지침에서는 의사가 제약회사 등 의료 관련 업체 사람들과의 관

계를 통해 학문적 지식과 진료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

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의약품 등

의료 자재의 거래는 적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이는 환자의 복

지를 해하고 연구 및 진료 결과에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96)

나. 사후규제

일본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은 별도의 규제 없이 형법상 뇌물죄로 의

약품 리베이트를 규율하고 있다. 즉,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

우 리베이트 수수는 금품수수에 준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일하는 의사 가운데 상당한 비중이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기 때문에 상당부분 사후적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97)

96) 조석균(주 93), 99쪽
97) Rodwin, M.A. "Reforming Pharmaceutical Industry-Phy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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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론

외국법의 리베이트 규제를 살펴보면, 우리와는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율적 규제’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98) 국가별로 법체계,

법문화, 법의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

규제’ 중심으로 곧바로 변경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

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통한 규제보다, 자율규제를 통한 업계

스스로의 자정이 가장 바람직한 규제의 방식일 것이다.

의료보건분야와 같은 생존배려급부 영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99) 그 중에는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정하고 나아가 이를 감액하는 등

과 같은 일종의 ‘가격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100) 그럼에도 이와 같은 규

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형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101)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Financial Relationships Lesseons fr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Vol. 39, Issue
4)(2011), 662쪽; 강명신·고윤석, 의사-제약산업체 상호작용과 이해
상충 관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12), 68쪽.

98) 조석균(주 93), 101쪽.
99) 이원우, 법에 있어서의 공익; 경제규제와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3호(2006), 111쪽.

100) 이원우(주 99), 115쪽.
101) 이원우(주 99), 111쪽.



- 54 -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방식이 사후적 규제, 특히 형사처벌과 행

정상 제재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

동제도에 따라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것 또한 사실상 사후적 규제방식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제도에 따른 고시의 제재적 행

정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체계에서도 중

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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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의미와

성질

제1절 의미와 내용

1. 의미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

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금액을 그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제도이다

(법 제41조의2 제1항). 또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분

이 가능하다(법 제2, 3항,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즉, 5년 내에 다

시 위 행위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5년 내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

의 적용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

2. 내용

가. 대상 약제

약가 상한금액 인하의 대상이 되는 약제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위

반과 관련한 요양급여대상 약제’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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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약

사법 제76조 제1항 제5호의2),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2)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18

조의2 제4항, [별표 4의2] 1. 일반기준 가.항).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

품, 저가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시

행령 제18조의2 제3항).

나. 적용기준

약제의 상한금액은 상한금액의 최대 20% 내에서 감액하게 되고, 1년

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한금

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은 위반횟수와 ‘부당금액’에 따라 달

라진다(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의약품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

를 제공한 경우 약제의 가격 중에서 리베이트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가의

거품에 해당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약제 상한금액에서

감액하되, 상한금액 인하가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의 범

위를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침해의 최소성을 위하여 인하율의 최

대한을 20%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는 1년의 기간 내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

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법 시행

령 별표 제2호 비고 1.).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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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쉽지 않고,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을 확인하고 나아가 리베이트 제공금액 중에서 해당 의약품과 관련

하여 제공된 부당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부당금액이 약제의 품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부담금액만 확인되는 경우

에는 위반 약제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총부담금액을 위반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비급여대상 약제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부담금액에서 전체 약제의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

대상 약제 품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비고 2).

3. 취지

가. 약가의 합리적 산정 – 1차적 취지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상당의 비용은 장기적으로는 약제

의 원가에 포함되게 되어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국민건

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약제의 원가에 포함된 리베이트 상당의 비용을 제거하여 합

리적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시행되었다. 하급심 판례는 리베이트-약

가인하 연동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약가를 합

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102)

102)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96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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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 – 2차적 취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되

면 요양기관으로서는 상한금액 이내에서 약제를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서는 실질적으로 상한금액 이내에서 약제를 판매할 수밖에 없

게 되고 감액율이 최대폭인 20%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약제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단순히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을 실효적으로 근절하려는 목적도 있다.103)

제2절 법적 성질 - 제재적 행정처분성

1. 서론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제재적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를 제한·박탈·소멸시

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2조

2012누18334 판결(항소기각, 확정) 등]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3) 서울행정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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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종래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주로 인가·허가 등을 거부·정지·철

회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관허사업의 제한’이라고 지칭했으나104) 최근

에는 관허사업의 제한뿐 아니라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유형의 제재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갖지만, 간접적으로는 장래

일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제재적 행정처

분은 비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점으로 하는 처분과, 장래를 향하여 시정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처

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비례원칙의 심사단계 중에서 상당성의 심사가 중

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장래를 향하여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은 적합성, 필요성의 심사 역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105)

나. 논의의 실익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는데(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그 고시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

여 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10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2013), 634쪽.
105)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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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법 제41조의2), 위와 같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라는 고시의 형태로 정한다.

그런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적 행

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약가를 조정하는 규정으로만

보아야 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논의의 실익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여부 및 판단기준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

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

률에서 직접 정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06)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

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제

한을 받는다.

법률유보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과 그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

류와 성질,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제재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 것, ② 법률에서 제재의 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 ③ 제재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07)

106) 헌법재판소 1995. 11. 30. 91헌바1 판례집 7-2, 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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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2가 2018. 3. 27. 신설되기 이전에는 구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

준(2014. 9.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2호 [별표 7]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직접 규정하

고 있었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처분의 성질을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의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률로써 규정할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

반하였다거나 혹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 재량권 행사의 한계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

해야 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처분상대방의 의

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

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전체적으로 보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비

례원칙의 심사기준과 강도를 행정처분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제시하고 있

다.

107) 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8헌가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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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 재량권 일

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심사의 강도가 달

라질 수 있다.

(3) 엄격해석의 원칙 적용 여부

대법원 판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근거

법규를 해석한다. 즉,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

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

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

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

는 고시를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면, 처분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근거 법규의 해석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4)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

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

383 판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2009. 8. 1.부터 시행되다가 2014. 1. 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아예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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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

면서 동시에 근거법규가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이후 2018. 9. 28. 개

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다시 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

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가를 인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를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의 문

제와 연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2. 견해의 대립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라는 견해108)

해당 고시가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제재적 행

정처분의 성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이다. 제약회사가 판매

를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

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하여 환자의 부

담비율을 높임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하는 방법으로 리

베이트 제공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실효성

있게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

108)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5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누3754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697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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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

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근절을 위한 조치로 밝혔다.109)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의 문언은 제재사유와 효과를 명시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요

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요건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라는 행정법규 위

반행위이고, 제재의 효과는 이미 정해진 상한금액을 감액하여 제약회사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③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로 부풀려진 약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금액이 약가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약제별로, 요양기관별로, 제공시점별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

므로 어느 한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요양기관 및 리베이트 제공행위만을

조사하여 확인된 리베이트 금액과 해당 금액이 리베이트 수수기관의 처

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가가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적정한 약가를 산정하기 위

한 제도라기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한 일종의 제재수단으로서 마련된 제재

적·침익적 조치라고 봄이 현실적인 해석이다.

나. 약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규정이라는 견해110)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해당

약제의 원가가 상승하고 이것이 기존 상한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109)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 시행”, 2009. 7.
31.자 보도자료.

110)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구합728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누6778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두31597 판결(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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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의 거품을 합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적

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처분일 뿐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처분이

라고 본다면, 위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이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직접 규

정하기 이전에 제시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리베이

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사유와 제재의 정도에 대하여 전혀 위임하지 않

았다. 그럼에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처분을 제재처분으

로 보고 이를 전제로 위 규정들을 해석하는 것은 위임근거인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벗어날 뿐 아니라, 그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②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처분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급여대상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것이지, 제약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를 제재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③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

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판매촉진을 위하

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와 함

께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다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이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기 이전에 논의된 근거이다).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의 적정한 운

영을 위해 약제의 상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유들이다. 유

독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만을 다른 사유들과 구별하여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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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할 근거가 없다.

④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서는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의 상한

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약가

대비 리베이트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추정을 전제로 한 것이

다. 리베이트 적발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에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부당

한 원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검토

가. 제재적 행정처분 해당 여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가를 감액하는 고시는, 근거법

률규정의 취지, 체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성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리베이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상태(약가의 거품)를 회복하여 약가를 정상화하고 건강보

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해당 의약품

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

절하려는 취지도 존재한다. 약사법, 의료법 등에 의한 제재와 달리, 리베

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제재적 처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를 제재사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감액한다’는 것

을 제재효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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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자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감액된 상한금액보다 비싼 금액

으로 판매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이를 구매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상한금

액의 범위 내로 실제 판매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의약

품공급자의 이익은 단순한 경제적,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헌법상, 법률상

이익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 중에서 가격결정권을 제한

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상 보장되

는 법률상 이익을 제한한다. 약제 제조업자는 요양급여대상이나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권이 있고(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2),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그 조정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약

제 상한금액고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111) 약제의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

는 제약회사의 이와 같은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나. 단순한 조정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에 대한 가능한 반박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단순히 약가의 조정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의 근거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근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11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
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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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를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위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가 된다는 근거 :

고시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고시의 위헌성 및 그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고시의 법적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

니다. 고시를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되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일종의 조정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

장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결정권한을 강화·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법률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41조의2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한 위헌성 문제는 해소되었으므

로, 위와 같은 주장은 현재에는 실익이 없게 되었다. 오히려 국민건강보

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것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제약회사의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

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는 약제의 요양급여비

용에 관한 것이지, 제약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근거 :

이 주장에 대해서는 대물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재적 처분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재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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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 여부는 특정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

로 하여 국민의 법률상 이익이 제한되거나 국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처분의 직접 상

대방이 있는지 여부 즉 해당 처분이 대인적 처분인지, 대물적 처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대물적

행정처분인 경우에도 제재적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이 충분히 존재

한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없는 대물적 처분이라는 사정은 제재적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

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약가 조정사유들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라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에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가 위 규칙에서 삭제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의 항목에서 규정되는

점에서, 위 주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오히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다른 약가 조정사유들과는 달리

별도의 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약가 산정을 위한 다른 약

가 조정사유들과 구별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절을 참고).

④ 상한금액의 감액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것은 약가 대비 리베이트

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추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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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제재적 처분성을 부

정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도는 약제의 가격 중에서 리베이트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가의 거품에 해

당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을 감액하되, 상한금액을 감

액하는 것이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례

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제3절 소결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

된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위반횟수 등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

여 자체를 정지하는 제도이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실제 처분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라는 고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요양기

관으로 하여금 ‘특정 약제’를 처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환자 본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규율양태가 구체적·개별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 고시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하급

심 판결의 견해가 일관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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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사견으로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취지, 근거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약가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

하다기보다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 제도

의 근거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재사

유와 그 효과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조치는 제약회사의 가격결정권 내지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법률유보의 적용 여부 및 판단기준, 재량권 행사의 범위, 엄격해석의 원

칙 적용 여부,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법률유보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행정법상 비

례원칙에 따른 통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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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법

적 통제

제1절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른 통

제

1.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41조의2가 2018. 3. 27. 신설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법상에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고,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4. 9.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2호 [별표 7](이하 ‘심판대상’이라고 한

다)에서 이를 규정하였다.

심판대상 중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위임근

거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7. 2. 법률 제121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고,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2014. 9.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2호, [별표 7]의 위임근거인 상위법령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 제7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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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2호라고 볼 수 있다.112)

그런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

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5조 제7항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뿐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이 없고, 설령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하급심 판결113)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하급심 법원들은 심판대상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위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이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광범위

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입법형성권에는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최초 결정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

112)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구합728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누6778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두31597 판결(심리불속행, 확정).

113) 서울행정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확정); 서울행
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586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누61497 판결(확정) 등.



- 74 -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조정규정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는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하였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있다 하더라도 약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정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사유로

정하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베이

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기존 약제 요양

급여비용 상한금액에 존재하는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를 적정하게 조정하

는 취지이므로, 조정규정이 약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로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하급심 법원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의 규

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의 규정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

건복지부령에,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고 있고, 위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의 내용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약제의 지급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게 위

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

른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은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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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등의

경우 요양급여의 실시대상이 되는 치료행위 등의 종류가 무수히 많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양급여의 실시대상이 되는 치료행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상태 역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

를 미리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우므로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다.114)

3. 검토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대상으로서 반드

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법률

유보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나아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

동제도가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본다.

(1) 법률유보 원칙의 의의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으로, 법률우위 원칙과 함께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성한다. 법률우위의 원

칙은 법률 등을 포함한 모든 법규가 행정에 비해 우위에 있으므로 행정

11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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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러한 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행정작용의 ‘한계’로서

기능하는데 반해,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작용의 ‘근거’로서 기능한다.115)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기본권 보호

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116)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와 국

민간의 법률관계가 법률의 형식을 통해 규율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17) 민주주의의

원리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118) 의회의 입법절

차는 개방성과 참여가능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

와 이해관계가 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119) 기본권 보장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120)

(2)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가) 본질성설

법률유보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① 침해유보설(행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

115) 이부하,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공법연구, 제36권 제3호(2008), 213쪽
116) Maurer(주 53), 124∼126쪽.
117) 홍정선(주 49), 53쪽.
118) 김성수,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2012), 34쪽.
119) 박정훈,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행정법연구, 제53호(2018), 8쪽
120) 홍정선(주 49),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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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121), ② 전부유보설(모든 행정작용에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③ 급부행정유보설(침해행정 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122) ④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의 견해가 있다. 그 중에서

④ 본질성설이 통설적인 견해인데, 이 견해는 행정활동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으로,123)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가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회유보)도 포함한다.124)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

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

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

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본질성 이론을 바탕으로 법률유보

를 심사하고 있고 나아가 법률유보원칙이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125)

(나) 본질성설의 판단기준

① 본질성설의 불확정성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에서는 과연 ‘본질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여

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질성’의 개념이 불확정적

121)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2011), 19쪽.
122) 김동희(주 46), 37쪽.
12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2016), 22∼24쪽.
124)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2014), 24쪽.
125)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판례집 11-1, 633, 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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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본질적인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는 이유로 본질성설이 이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26)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본질성설은, ‘본질성’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문제되는 행정작용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7)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

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

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여, 본질성의 불확정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128)

② 본질성의 판단요소

본질적적인 사항으로서 의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기본

권 관련성, 정치적 중요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129)

126) Maurer(주 53), 11쪽; 이부하(주 112), 216쪽에서 재인용; 이신용,
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원
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한국과 독일비교, 한국
사회정책, 제17권 제3호(2010) 158∼159쪽; 김민호, 법률유보의 한
계와 위임입법, 공법연구, 제28권 제4-2호(2000), 209∼223쪽; 김성
균·이비안,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 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4권 제1호(2008), 110∼132쪽.

127) 김동희(주 46) 38쪽;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 – 본질성이론에 근
거한 의회유보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1권(1990), 113쪽.

128)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쪽, 643∼644쪽.
129)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

기념논문집Ⅱ(1996),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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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

로 논의되는 것이 ‘기본권 관련성’이다.130) 본질성 여부는 문제된 행정작

용이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된 행정작용이 다루는 사항의 기본

권 관련성 그 자체가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규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과 그 정도를 의미한다.131)

기본권 관련성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준은 ‘의회입법절차에

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다.132) 입법절차는 행정절차에 비해 공개적인

토론과정이 보장되는데,133)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인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 행정입법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정당한 조정이 가능하다.134) 반

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고시 등은 제정절차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적합하지 않다.135)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과 정

당한 이익형량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

다.136)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

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

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137)라고 판시하여 ‘기본권적 중요성’

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130) 유진식,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공법연구, 제44권 제2호(2015), 203쪽.

131) Maurer(주 53), 129∼130쪽.
132) 유진식(주 130), 204쪽.
133)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2019), 518∼519쪽
134) 성기용, 의회유보원칙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제50권(2017), 515쪽.
135) 박정훈(주 119), 8쪽.
136) 방승주,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헌법실무연구(2009), 24쪽.
137) 주 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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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에서 공개

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여 공동

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

용하고 그들의 참여 가능성을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관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입법절차와는 달리 공익의 발견과 상충하는 이익

간의 정당한 조정에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규

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138) ‘기본권적 중요성’과 함께 ‘의회

입법절차의 필요성’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

권 관련성’과 ‘의회입법의 필요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법률유보 원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치국가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본권 관련

성’은 법치국가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고,

‘의회입법의 필요성’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에 해당한

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률유보의 규율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권 관련성’

과 ‘의회입법의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139)

(3) 위임입법의 한계

138)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바63, 판례집 21-2하, 103, 117쪽.
139) 이와 논지를 같이하는 견해로는, 윤수정, 사회보장법에서의 법률적

규율대상과 위임입법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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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성질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에서 국민

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로 변모하면서, 행정의 영역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급부를 제공

하는 영역으로까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140) 급부행정 분야에서는

의회입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율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서141) 사회

보장법과 같은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법률유보의 규율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위 견해의 주된 근거는 급부행정 영역의 규율대상은 ① 전문적, 기술

적이고, ② 가변적이기 때문에 의회입법으로 규율하기에는 ③ 입법기술

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전문

성을 이유로 위임입법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왔다.142)

그러나 규율대상의 전문성과 가변성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위임입법

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국가에

서는 대부분의 규율사항이 전문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이유로 위임입

법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유보의 원칙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규율대상이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의회입법

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때 비로소 위임입법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규율대상이 가변적이라는 사정 역시 위임입

140) 김종철, 입헌주의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고시계(2000), 7쪽; 석종현,
금융행정영역에서의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
공법연구, 제17권(2003), 212쪽; 김춘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
전적 통제기준, 유럽헌법연구, 제5권(2009), 109쪽.

141) 김철용, 행정입법통제의 과제, 고시계사(1996), 19∼20쪽.
142)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543, 판례집 15-2(하), 597∼598

쪽; 헌재결 2009. 3. 26. 2008헌바105, 판례집 21-1(상), 470∼471쪽;
헌재결 2015. 6. 25. 2013헌바17, 판례집 27-1(하), 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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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규율대상이 가변적이

라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법률

의 개정으로 해결하기에는 규율대상의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존재할 때 비로소 위임입법이 가능하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입법기술상의 한계는 다른 한계들에

비해 입법위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논리로 작용해야 한

다.143)

(4) 소결

이와 같이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기본권 관련성과 ② 의회입법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위임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 위 세 측면에서 리베이트-약

가인하 연동제도를 검토한다.

(가) 기본권 관련성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

망 등의 위험을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집단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제도

143) 이와 논지를 같이 하는 견해로, 전광석,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
법의 한계 – 헌재결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1998), 19쪽; 윤수정, 사회보장법 영역에
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
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2019),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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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법 제1조, 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하여(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또는 당연

요양기관제)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요양급여를 직

접 실시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단

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한다.144) 그렇다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얻게 된다. 이는 헌

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적 성격을 갖게 되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청

구권을 산정하는 방법 내지 기준은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다.

요양급여 중에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상환하는 방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제약회사의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

과도 관련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비용은 의

료계와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는 반면 ‘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

지부가 그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상환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약제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제약회사

에게 맡기되, 국가가 요양기관에 상환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위와

같은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145) 제약회사의 가격결정권은 헌

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적 성격과 헌법 직업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영

업의 자유의 성격을 갖게 되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청구권을 산정하는

방법 내지 기준은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의 기본권과도 관련성이 있게 된

다.

(나)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

144)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절 참고.
145)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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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고, 가격결정에 있어서 원가산정

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정가격이 명확하게 결정되기 어

려운 경우,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격

규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

격규제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146)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

제로서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요양급여비용을 합리

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많은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결정하

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있어 약가의 거

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147) 나아가 이는

수요자(국민)와 공급자(제약회사, 요양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

이다. 국민은 약제의 가격이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피보험자로

서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을 낮추고자 할 것이다. 반면 요양기관(실질적으로는 제약회사)은 요

양급여비용의 상한을 최대한 높게 유지해서 판매를 통한 이윤을 많이 창

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문제는 공익적 성격, 적정성

확보의 어려움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적인 토론과 이익형량을 통한 조정이 가능한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

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는지 여부

146) 이원우(주 99), 115쪽.
147)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2. 나.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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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율대상의 전문성, 가변성으로 의회입법을 통

해 규율하기에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

으로 위임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기준은 투입된 약제·치료재료의 원가, 환

자 수, 환자 및 보험자의 지불능력, 요양기관관리에 필요한 경비, 요양기

관의 예상이윤, 물가수준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의료산업의 발전

수준, 의료인·약사·한의사·제약회사의 소득, 사회구성원의 소득수준 및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특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부담능력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148) 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항이고, 국가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사항에 해당한

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 자체는, 세세하게 입법하거나 시대의 변화

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이미 산정된 요양급여비용 상

한금액을 특정한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직권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일종

의 침해행정의 영역에 가까운 성질의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한다는 것은, 규율대상의 가변성이 있다거

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입법기술적인 어려

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는(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감액율의 산정방식 등)

일정부분 가변성이나 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어떠한 제재사유에

대하여 제재를 하겠다는 점을 규율하는 것에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

148)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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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2018. 3. 27.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리베이

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41조의2 제1항,

제2항).

따라서 심판대상에서 단순히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위임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고, 이는 위임입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

된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

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

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 규정들은 위임

입법의 근거이자 동시에 한계규정으로 작용한다고 해석된다.149)

헌법 제75조의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와 ‘범위를 정하여’라는 표현

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위임은 금지되고, 양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위임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 위임만 허용된다.150) 이와 같이 헌법 제75조가 입법위임의 근거를 제

149) 김동희(주 46), 141쪽.
150) 김철용(주 141), 45쪽; 석종현(주 140),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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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위 규정을

‘포괄위임금지원칙’으로 해석하고 있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본질성설의 관계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가 문제된다. 두 원칙이 서

로 다른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이 법률유

보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같은 원칙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의 문제이

다.

이를 동일한 원리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

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본질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한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본질적인 경우 명확성에 더 엄격한 요

구를 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질성설은

법률유보의 전제로서 기능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유보의 한계로

서 기능하므로, 공통적으로 법률유보원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

로 한다.151)

두 원칙을 서로 다른 원리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법률유보 원칙을 먼

저 심사한 다음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즉, 규율사항이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이므로 더 이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단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으

나, 위임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

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52)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151) Maurer(주 53), 130쪽.
152) 방승주(주 136),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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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인 구조로 심사하고 있다.153) 즉, 우선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다음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를 심사하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임

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으로 나누어서 심사하고 있다.154)

사견으로는,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서 심사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법률유보원칙은 본질적인 사

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

입법이 가능함을 전제로 위임의 한계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단계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논리체계에 맞다.155) 법률유보원칙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40조이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헌법 제75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원칙은 구별된다.156)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심사하는 단계에

서 법률유보 원칙을 판단하게 되면 법률유보 원칙의 독자적인 의미가 없

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단계적인 심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포괄위임의 판단기준

침해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효과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반면 급부행정은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규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

153)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결정에서는 법률유보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나아가 포괄위임금
지원칙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였다.

154)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바63, 판례집 21-2하, 103, 116∼121
쪽.

155) 김해원,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
권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5), 87쪽.

156) 이준일,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 의회유보원칙을 중심
으로 -,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201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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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규율대상

이 되고,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위임입법에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는 침해행정의

영역에 비해 완화하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이다.157)

헌법재판소도 위임의 구체성의 정도는 규율사항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급부행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는 침해행

정 영역에 비해 완화된다는 입장이다.158)

이는 결국 급부행정의 영역은 규율대상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가변

적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에 요구되는 구체정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포괄위

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를 검토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가변성만으로 위

임입법의 한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항만

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강도가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

무리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데 아무런 입법기술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임입법의 한계와 포

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을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159)

(4) 소결

심판대상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법률에서 규

157) 윤수정(주 143), 197쪽.
158) 헌재결 1991.2.11, 90헌가27, 판례집 3, 11-47쪽; 헌재결 1993.5.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380쪽; 헌재결 1994.7.29, 92헌바49, 판례
집 6-2, 64-121쪽.

159) 이와 같은 같은 견해로, 전광석(주 133),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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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만으로도 심판대상은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

은 측면이 있다. 다만 하급심 판결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회유보원칙의 심사단

계를 통과한 것을 전제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해보

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법 중에서 사회보험법에 속하고, 일종의 급

부행정의 영역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설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급부행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는 침해행정 영역에

비해 완화된다는 입장이고, 하급심 판결 역시 ①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

양급여비용 등의 경우 실시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수히 많고, ② 사회·환

경의 변화에 따라 요양급여의 실시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상태 역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③ 이를 미리 법률에서 상

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체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단순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성질이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

법이 규율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침해행정의 영역에 속한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규율대상이

복잡하다거나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한 입법기술상의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

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강도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하급심 판결들 중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45조 제7항

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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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입법형성권에는 이미 결정

된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역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권한이 부여되

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사유는 적어도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정들에 한정되어야 한다

는 반박이 가능하다.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간접적, 부수적으로 연관

된 사유들로 인해 상한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정들까지 수범자가 예

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에서 정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제외한) 다른 약가 조정사유들은

(앞서 살펴본 청구금액 연동제, 복재 의약품 등재와 같이)160) 주로 약가

의 실제 판매금액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정들이

다. 그러나 리베이트로 수수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이 약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베이트 제공을 받는 요양기관은 리베

이트로 수수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약제 요양급

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인식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약회

사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

른 제재를 받는 것 외에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될 수 있

다는 사정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다는 규정들만으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

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0)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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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7.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다(제41조의2 제1항, 제2항). 즉, 보건복지부장관

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한 약제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로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제2절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

1.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관련 법규정이 행정처분의 요건 또는 효과

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161) 위 규정은 법적효과에 관한 내용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행정

행위는 강학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161)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행정법연
구, 제59호(2019),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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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로 재량권 행사의 통제와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가 주로 문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정지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으

므로, 처분사유의 존부 문제 즉, ‘약사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

트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미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

은 경우가 대부분이다.162)

재량권 행사의 한계는 주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율을 산정하

는 것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이는 구체적으로는 결정금

액 및 부당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직결된다. 하급심 판

162)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에 대한 품
목허가를 받기 이전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서울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누67785 판결(확정)],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는
받았지만 발매가 되기 전에 제공된 리베이트의 경우[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93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32120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두58045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확정)]에도 판매를 촉진할 의사를 인정하여 리베
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사용
자 면책 주장[제약회사의 영업정책과 무관하게 판매사원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독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약회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해
당하지 않는지 여부의 문제; 서울행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
합296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3. 선고 2012누18334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32188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9061 판결(항소기각, 확
정);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31147 판결, 서울고등
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9771 판결(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
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311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19764 판결(항소기각, 확정)] 등이 있다. 그러나 리베
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와
직접 관련된 쟁점은 아니므로 본 논문의 논의대상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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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

으로 고시를 한 것이라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전제 하에,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각 처분의 재량권 일

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리베이트 액수, 의약

품 처방총액,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의약품 전체의 처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의 경위,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범위, 상한금액 인하

율의 산정방법과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액율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쟁점들을 논의

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쟁점들을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재량권 일

탈·남용의 심사기준, 그 중에서도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심사기준을 논의

하고자 한다. 비례원칙의 심사단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의 법적 성질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법상 비례원칙

가. 의의

행정법상 비례원칙은 광의로는, ① 모든 국가작용의 수단은 목적을 달

성하는 데 적합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② 목적달성에 적합한 여러 수

단 중 필요 최소한도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필요성의 원칙), ③ 그로 인

한 침해의 정도와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은 비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원칙은 헌법상 기본원리로서163) 그 근거에 관하여는, ① 헌법 제

163) 김동희(주 46),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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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제2항이라는 견해,164) ②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의 기본규범과

이념,165) 법치국가의 원리,166) 기본권 보장규정에서 도출된다는 견해167)

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근

거로 제시하고 있다.168) 이와 같이 헌법적 효력을 가진 법의 일반원리로

기능하는 비례원칙은 행정법 영역에서는 재량의 사법적 통제에 있어 결

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169)

헌법재판에서의 비례원칙 심사는 앞서 본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내용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다가 목적의 정당성이 추가되고 있

다.170) 반면 행정재판에서의 비례원칙 심사는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하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로 보인다.171) 행정기본법도 비례원칙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라고 정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10조).

이처럼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심사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목적의 정당성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이익형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례원칙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는 견해,172) 행정

164) 김남진·김연태(주 47), 42쪽; 김성수(주 119), 95쪽.
165) 김동희(주 46), 59쪽.
166) 김철용(주 141), 56쪽; 박균성(주 123), 54쪽.
167) 박균성(주 123), 54쪽;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2015), 86쪽.
168) 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169) 김태호,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연

구, 제37권 제4호(2009), 93쪽.
170)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171) 김태호(주 169), 109쪽.
172) 박균성(주 123),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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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근거법령 자체에서 정당한 목적이 전제된다는 견해173)가 있다.

대법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를 판단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서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있다.174)

나. 심사기준

비례원칙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에 따르면 재량

권의 남용과 관련한 한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례원칙에 위반한 때에

는 결국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

다.175) 문제는 비례원칙이 구체적인 재량행위의 심사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특히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비례원칙에 따른 사

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의 내용과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재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비례원칙의 적용에 있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처분과 위반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공익과 사

익의 비교형량은 부수적인 쟁점일 뿐 의무위반의 태양과 정도에 비례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적합성과 필요성의 심사보

다는 상당성의 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176) 반면 후자의 경우는

173)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2019), 164쪽.
17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등.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원칙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
가 있다.

175) 이에 대하여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정도에 따라 심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고 다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부당에
그친다는 견해도 있다[박균성(주 123), 37쪽].

176) Hirschberg, Lothar,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Verlag Otto Schwartz&Co(1981), S. 45; 정은영, 행정법상 비례원
칙에 관한 연구 : 헌법상 비례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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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를 향한 시정 혹은 재발을 방지하려는 장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제재가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할 것므로, 상당성의 심사와 더불어 적합성과 필요성의

심사도 필요하다.177)

문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처분인지, ‘장래를 향하여 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인지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178)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역시 부수적으로나마 장래를 향하여 해당 행위를 시

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다. 다만, 그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면서 동

시에 장래를 향한 행정목적의 실현이 주된 요소인 복합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적합성과 필요성 심사와 상당성의 심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79)

한편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재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 즉 재량준칙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재량준칙이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다

면 해당 처분은 일응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적합성, 필요성의 요건이 문제되지 않고 상당성에 대한 심사

만이 그 주된 심사대상이 된다.180)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위와 같

교 대학원(2020), 178쪽에서 재인용.
177) 정은영(주 176), 42쪽.
178) 이현수, 프랑스의 행정제재법리와 그 시사점,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2019), 79쪽.
179) 정은영(주 176), 180쪽.
180) 정은영,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63호(2020),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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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하지 않고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

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

려는 공익적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

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있다.181)

즉, 제재적 행정처분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당성의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성질과 목적에 따라

비례원칙의 심사단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3. 검토

가.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례원칙의 심사단계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제재적 행정처분 중에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상당성의 원칙 즉 협의의

비례원칙만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장래를 향하여 시정을 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적합성, 필요성의 원칙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따라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비례원칙

에 따른 통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 위 제도에 따른 고시의 법적 성

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18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9. 20. 선고 2007두
69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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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를 정상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이 일차적인 목적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182) 즉,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

재라기보다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발생한 위법·부당한 약가 상승의 효

과를 제거하는 것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리베이트-약가인

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되는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영구적이다(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 효과가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는 제재적 행정처

분 중에서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래를

향하여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비례원칙의 심사

이와 같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

적 성질을, 제재적 행정처분 중에서도 ‘장래를 향하여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처분’으로 볼 경우, 비례원칙의 심사단계로

요구되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다(제

재적 행정처분에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더라

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① ‘약가의 정상화’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라는 행정목적 실현에 적합한 수단인지, ② 행정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제재수단인지, ③ 제재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제재의

182)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 3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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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이 상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인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으므로,

결국은 필요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급심 법원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

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

고,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하고 있다. 하급심 법원은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이미 조사되어 그 처방총액을 확

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 처방총액을 포함하지 않고 감액율을 산정한 사안

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인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에서 부당금액이 적발되

지 않은 요양기관이 있음에도 그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총액을 결

정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상한금액 감액율을 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 요

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 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

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규정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

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것이다.183)184)185)186) 하급심 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표본성

183) 서울행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98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3. 선고 2012누18334(확정). 보건복지부가 철원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
액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
가 340만 원이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처
방총액이 1,186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상한금액 감액율이 20%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에는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보건
복지부장관으로서는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음이 적발된 철원군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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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일반성’이라는 요건은 비례원칙에서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 요건에

관한 판단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각 요양기관들의 처방총액을 조사하여
결정금액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184)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321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9061 판결(확정). 보건복지부가 철원경찰
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을 감액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180만 원이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
품 처방총액을 고려하여 상한금액 감액율이 8.53%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자료에는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보건복지부장
관으로서는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음이 적발된 철원군 보건소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각 요양기관들의 처방총액을 조사하여 결정금액
에 포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185)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315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9771 판결(확정). 보건복지부가 철원경찰
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을 감액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152만 원이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
품 처방총액을 고려하여 상한금액 감액율이 1.82%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자료에는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보건복지부장
관으로서는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음이 적발된 철원군 보건소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각 요양기관들의 처방총액을 조사하여 결정금액
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186)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누61497 판결(확정). 보건복지부
가 철원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비
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1개의 요양기관에 대하
여 일시적으로 소량을 할인납품한 것에 대하여 최대 감액율인 20%
를 적용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
액이 적발되지 않은 16개 요양기관이 있었음에도 그 요양기관의 처
방총액을 조사하여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 점에서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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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론

지금까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법적 통제와 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

위임금지원칙 및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 개정에 따라 제41조의2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논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는 2018. 3. 27. 신설되었고,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 9. 28. 이후 최초로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

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약제부터 적용된다

[부칙(법률 제15535호) 제1, 2조,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별표 4의2]).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선

고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위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개정 전의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의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할 실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닌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2를 신설하여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것은 위 제도가 지닌 제재적 행정처분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법률유보에

위배될 수 있다는 고려로 보인다. 특히 과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직권 조정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였던 리베이트-약

가인하 연동제도를 별개의 독립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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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고시가 다른 약가 조정사유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

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률유보 등에 관한 논의는 리베이트-약

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도 이론적으로도 논

의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약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율 산정과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일 것이다. 처분사유의 문제

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미 형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다. 반면 상한금액 감액율 산

정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면서도 제약회사의 손실과 직

결되는 문제이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재량

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급심 법원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여부 및 판단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관계와 처분의 경위,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구

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타당한 입장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재

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그 중에서도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사

단계 및 그 정도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행정청 또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가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제도인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

함으로써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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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어

지금까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고시의 법적 성격,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성을 중심

으로 하여 위 고시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약가 규제를 통해 리베이트 규제를 실

현한다는 점에서 약가와 리베이트 규제, 두 가지의 규제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위 두 가지 규제의 측면에서 위 제도에 따른

고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였다.

첫째, 약제 요양급여비용의 규제에 관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국민건

강보험법 하에서 요양기관은 국민에게 직접 약제 지급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 중에서 일부만 국민에게 지급받고 나머지는 공

단으로부터 상환받고 있고(‘제3자 지불제도’ 방식) 특히 약제의 요양급여

비용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상환 받고 있다(이른바 ‘실거래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약제

의 가격은 정부가 고시하는 상한금액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므

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고시는 약제 가격의 책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라 리베이트 제

공행위가 적발된 약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감

액할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제의 가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는 시장경제에서 장려의 대상이지만,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하

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주권을 위협하며, 보험재정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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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

는 아니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

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는 사후적 규

제보다는 자율적 규제가 강조되어 있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도 가하는 등 사후

적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고시가 단순히 합리적인 약가를

조정하는 규정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도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들의 통일된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이와 관련한 법적 통제의 문제

- 즉,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재량권의 일탈·남

용 판단기준 – 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

다.

물론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본질이 단순히 합리적인 약가를

조정하는 규정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있는지 여부에 따

라 그에 관한 모든 법적 쟁점이 일률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

처분의 적법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 하급심 판결들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따른 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개별 처분에

따라 그 적법성을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

하고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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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n reduce the reimbursement price of the drug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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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up to 20% when a rebate is

detected. This policy is aimed not only to eliminate the bubbles at

the drug price thus helping to recover the budget shortage but also

to eradicate rebate effectively which were prevalent in the overall

pharmaceutical industry.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combines Drug

Price Regulations and Rebate Regulations, in that it plays a big role

on the Rebate Regulations through Drug Price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of the Sliding

Scale of Rebate-Drug Price Policy by these two perspectives: Drug

Price regulations and Rebate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legal issues

on Whether the Guidelines by the policy could be categorized a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 for Sanction, not limited to a

system for adjusting Drug Prices. On this issues, there is no explicit

Supreme Court precedent.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the Guidelines provides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 Principal of Statutory Reservation,

o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violated. The discussion

also sets the standard for applying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 Especially, among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 it

will provide dire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creening stage and

extent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nd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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