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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인간 집단간 관계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와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성원들이 합의한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

주의(法治主義)’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영향

력, 자율성과 정보독점성이 큰 영역이며, 반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

택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어떤 사회 영역보다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는

쟁점이 증가하고, 면허범위를 둘러싼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의 사회행동이

점차 빈발해지면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 가운데 사회구성원들

이 합의하여 준수해야 할 사회적 규범으로서 법령의 중요성은 더욱 커

지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법령 분야의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와 입법과정 등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전문직종간 갈등 사안들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의 가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점들(영리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담배사



업 규제 등)을 정리함으로써 이후 정책 개발 및 법령 개정 과정에 효용

성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을

연구하기 위한 첫 시도이며, 향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부담 해소를 통한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령안 마련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지길 기대한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여 귀중한 연구결과를 활용하

도록 허락하여 주신 대진대학교 변무웅 교수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문과

검독을 통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상지대학교 조형원 교수, 한양대학교

송기민 교수와 우리 원의 오영호 연구위원, 김동진 부연구위원에게도 감

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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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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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and Challenges in Health Care Laws in Korea

As people’s longevity lengthens and their living standards rise, 

health becomes an area of ever-increasing attention. Health care 

affects people’s lives and safety, directly or indirectly, exerting an 

enormous impact on society as a whole. The health care sector is 

where there is widespread information asymmetry that makes it 

difficult for consumers to make rational choices. 

It is where various interest groups are often in conflict over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ctivities. In these circumstances, the 

number of laws concerning health care is on the persistent 

increase, with consumerism gaining strength. Keeping in pace with 

such changes, the focus of national health policy has been shifted 

from curative care to lifelong health promotion, and health care 

laws have been revised accordingly. 

This study is a pilot examination of laws concerning health care 

in Korea. First, the authors took an overview of the general 

features of health care laws, how they are designed, implemented, 

and revised. We also reviewed health care laws in terms of a 

range of different components that make up Korea’s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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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This study identified and examined current health car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in an attempt to provide a 

source of reference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policymaking and 

revisions of relevant laws in the future. The issues reviewed here 

include conflict between health professional groups,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rug dispensing, national health promotion, 

regulations on tobacco businesses, regulations on health 

management services, public health care, and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s. The authors suggested how health care laws, based 

on a clear plan for health care advancement, should be revised to 

ensure consistency in health care policies and increased 

convenience for people.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법은 사회적 삶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 가운데 가

장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개인간 집단간 관계가 점차 복잡

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회규범임.

○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 복리와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합목적

성과 법률을 통해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

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을 가지고 있음.

○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 즉,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요한 통

치원리로 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

정한 절차에 의해 제도화된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을 거치도

록 하고 있음.

⧠ 평균수명 연장과 경제수준 개선은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

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들은 서비스 특징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의약분업제도 등과 같이 사회

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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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있어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검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음.

⧠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첫째,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에게

법령에 대한 일반적 특징과 법령의 제정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법적 사고

(legal mind)를 갖출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령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후 정책 개발 및 법령 제 개정 과정에 효용성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임. 

Ⅱ. 주요 연구결과

  1. 법 체계 및 입법과정

⧠ 법은 자연인과 법인 등 법적 주체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에 따라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여 사회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위해 국가가 건강보

험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 개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사회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법은 존재 형태에 따라 성문법(成文法), 불문법(不文法)으로, 규정하

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은 서열체계에 따라서 헌법-법률-명령과 규칙-하위 규정(훈령 고시 내

규 등)-자치법규의 순으로 체계가 구성되는데, 하위에 있는 법령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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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

는 ‘법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활용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음.

○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규

칙, 지방정부가 정한 조례 등의 순서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우선함. 또한 법령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

전 법령과의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제 개정된 법령이 우선한

다는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데, 일정한 입법정책적 목적하에 작성된 법률안이 국회

에 제출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대

통령의 공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함. 

○ 법률안 입법은 국회입법이 원칙이나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뿐만 아니

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회의 위원회도 소관

사항에 대해 법률안 입안이 가능함.

○ 의원발의법률안은 입법준비단계를 거쳐 법률안이 기초되며, 이후 국

회에 제출하여 심의절차를 시작함.

○ 국회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제출자로 하여 법률안

입안이 가능하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법예

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입

안하여 국회에 제출이 가능함.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으며, 이 과

정에서 원안의결, 수정의결, 폐기 또는 대안의결을 결정함.

○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와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정부에 이송되

어 공포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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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 의결 여부

를 결정함.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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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

⧠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여

기서 보건권은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국민보건에 관한 헌법적 배려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건강생활의 영역에서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가는 국민보건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반 인적물적 의료시

설을 확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자신의 건강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보건의료분야의 법령체계는 최상위인 헌법과 보건의료분야 기본법인 보

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법이 특성별로 구체화되어 있음.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 체계: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

본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 질병관리체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치매관

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보건의료의 육성 발전: 보건의료기본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워에 관

한 특별법, 한의약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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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칙을 통해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의 총칙부문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ㆍ지자체ㆍ

보건의료인의 책임, 환자·보건의료인의 권리, 정책의 연계,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 

○ 제2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

강권, 알 권리, 서비스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국민으로서의 의무 등

이 이에 해당

○ 제3장은 정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4장은 보건의료 관련 인력, 시설, 물

자, 지식,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개발확보 관리를 규정함. 

○ 제5장은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등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6장은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장은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3.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과제

⧠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논쟁

○ 우리나라 법체계 상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는 의료법 및 약사법의 경우 전문직역간 허용 및 미허용 영역을포괄

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 및 다른 법령

과의 관련성 등을 두고 전문 직역간 쟁점이 발생함.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5개 직역의 면허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여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의료영역으로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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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어서 한의사의 의

료기기의 사용 여부, 의사의 IMS 및 IPL 시술, 한의사의 의료기

사 지도권 인정 등이 최근 직역간 갈등 영역으로 부각됨.

－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간호조무

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급 의료

기관과 특수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를 허용하면서 간

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진료보조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가를 두

고 갈등관계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있어서도 전문대학 등을 통한 양성을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입장과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를 우

려하는 간호사협회 입장이 반대되는 양상임.

⧠ 의약분업 제도 평가 및 재편

○ 의약분업 제도 시행 초기부터 쟁점이 되어 왔던 분업의 형태와 대상

기관, 대체조제 허용 범위, 일반의약품의 판매, 성분명 처방, 처방전

2매 발급 및 조제기록부 작성 등은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의료

계와 병원계를 중심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현재 강제분업이면서 완전분업인 의약분업 제도를 의료계에서는 1)기

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불편 가중 2) 총진료비

및 급여비용 증가, 약제비 급증 등을 지적하면서 강제분업의 폐지 또

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도입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역시 의약분업 제도의 정착과 평가과정에

서 의료계 및 약계의 해묵은 논쟁사안임. 

－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두 사안에 대

한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므로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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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

○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함으로써 해당

협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였음. FCTC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

항들 가운데 현재 국내 법령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협약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됨. 현재 논

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것과

담배가격 인상임.

○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기 위하여 담배포장에 그림 또는 사진 형태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금연운동 단체들은 금연효과 제고를 위해 찬성하

는 반면, 담배소비자협회 등은 반대하는 입장임.

○ 담배가격규제 역시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입장에

서 금연단체들이 지지하는 반면, 국민부담 증가와 담배재배 농가 피

해 등을 이유로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음.

○ 이 밖에 여러 법령에 파편화되어 있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일

원화하여 단독 법령화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법적용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문제

○ 기존의 공공 부문 건강증진서비스가 포괄하지 못하는 건강관리 및 건

강증진 활동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

이 제출되어 있음.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다양한 논쟁을 발생

시켰으며 현재 ‘건강생활서비스법’으로 수정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어 있으나, 통과를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질은 질병의 발생과 자연사에 대한

개입이 주요 내용이 되는 명백한 (예방적)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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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를 고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인을 배제한 법률로 평가하

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야당과 시민단체의 경우 국가의 의무사항인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소극적 입장으로 축소하고, 건강증진 영

역을 민간에 허용함으로써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개인의료

정보의 상업적 활용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함.

⧠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 및 활성화 방안

○ 과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의 소유주

체 혹은 개설주체를 기준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기능을 기준으로

폭넓게 재정립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2013년 2

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 공립이라는 ‘설립 및 소유주체’의 관

점에서 ‘기능’관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의료취약지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주목됨. 

○ 개정 법률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

가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의료계 및 병원계와 시

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 공공보건의료사업

의 강화 방안을 두고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으로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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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

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논쟁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합의 도출

을 위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요약표〉영리의료법인 찬반 입장

찬성 유보적 찬성 반대

근거

∙경제성장동력 확보

∙고용 수익창출

∙자본의 투자처 확보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

보 및 연관 산업 발전

∙공급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의료의 상업성 제고

∙서비스 경쟁력 제고

∙연관 산업 발전 도모

∙해외환자 유치

∙의료의 공공성 약화

∙의료비 급증

∙의료소비 및 의료체계

의 양극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정책의제

∙영리병원 도입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네트워크 구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의 신중한 도

입

∙다양한 투자요인 방안 

마련

∙제반 규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유보

∙영리병원 도입 반대

∙민영의료보험 반대

∙공공의료 강화

∙당연지정제 유지

주장단체

∙기획재정부

∙병원계(일부 의료계)
∙재계, 금융계, 보험업계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자료: 이만우(2009)

Ⅲ. 결론

⧠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

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인’으로 대표되는 전문가집단

의 역할과 영향력, 자율성과 정보독점성이 큰 영역임.

○ 보건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문가집단 간의 갈등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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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지배가 필요한 영역임.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령의 형태로 담아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노력과 아울러 계층과 직역의 이해관계를 뛰

어넘어 국민 전체의 편익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발전해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법적 이념과 철학에 바탕을 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최근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같이 당사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관련된 법조항에 일정한 구

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담배 규제, 건강관리서비스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이나 개

인의료정보의 보호, 생명윤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의 최대

화라는 원칙 하에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결정과정은 국민 편익이라는 관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시(告示)에 규정된

사안들 가운데 정책적 중요도가 높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

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입법화하여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용어: 보건의료법령, 입법과정, 보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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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을 이

루며 살아온 인간을 흔히 ‘사회적 존재’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범을 제정하여 왔는데, 법(法)은 이러한 규범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강

제력을 가짐으로써 구성원의 사회생활과 행동을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는 사회 생활 속

에서 개인간 또는 집단간 관계 설정을 규정짓는 법의 필수불가결성을

나타내는 법언이기도 하다.

물론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은 법에 국한되지 않으며 종교, 

도덕, 관습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의 복잡성이 심화되

면서 이해관계의 대립 역시 복잡한 양상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신

(神)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규범으로는 이와 같은 갈등관

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의 질서와 안정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강제적인 권한’을 필

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①관습과 도덕을 제도화하고 ②그 제도를 국가

권력 등 공권력이 보장하는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는 ‘법(法)’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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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는 Jhering의 표현은 법이 가진 강제력을 표현한 말이다(이해우, 

2000). 

강제력을 가진 관습과 도덕의 일종으로서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는다. ‘정의’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

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언제 어디

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 즉,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합목적성은 법이 해당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 집행해 가는 것을 말하며, 법적 안정성

은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이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1). 결국 법은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 복리와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합목적성과 법률을

통해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을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이념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통해 통치원리화 된다. 

과거 봉건주의적 통치원리에서는 군주 또는 소수 지배층의 의사가 중요

한 법원(法源)이었고, 사회구성원들의 행태와 사회관계를 규율했다. 그러

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정책에 정당성과 강제성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 또는 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2)’라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제도화된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을 거치도록

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34&docId=941401&mobile&categoryId=3434
2) 이 때 ‘법의 지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통치의 합법성만을 부여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다. 우리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리, 행정부에 포괄적 위임입

법 금지, 사법적 권리 보장, 행정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 위험법률심사제도 등을 규정

하고 있다(김종세, 2008; Lim J,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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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국회법제실, 2008). 

보건의료 분야 역시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책과 행정집행

의 근거로 다양한 법령이 존재한다. 2011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은 총 274개로 집계되는데(법률 89개, 대통령령 86개, 보건복지부령 99

개),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을 비롯하여 55

개 법률, 59개 대통령령, 75개 보건복지부령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1).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수요자의

생애주기별 예방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초점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이외의 정부내 다른 부처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3) 역시 중요성

을 더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들은 서비스 특징상 국

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의약분업제도 및 최근의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검토에 비해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상

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건의료’와

‘법학’이 조우하는 특성상 두 학문분야를 정합성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

기 위한 전문연구자들의 노력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령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고(legal 

mind)와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등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둘째, 

많은 보건의료 분야 법령이 직역간 전문성과 권한의 근거가 되고 있음

3)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학교보건법,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

전보건법, 형법(낙태 등), 민법(법인데 관한 조항 등), 세법 등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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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조항들에서 이를 세세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령에서 전문적 영역을 일종의 포지

티브(positive)4)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들의 전문 영역이 ‘법의 해석’ 즉, 정부의 유권해석 또는 사

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다

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 셋째,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재(public goods)로 이해하고, 따라서 형평성있는

서비스 분배를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라면, 최근 들어 국가경제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보

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두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

부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

느 가치에 좀 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법령

이 담아내야 할 내용 역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의 한계

앞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과

관련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에게 법령에 대한 일반적

특징과 법령의 제정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법적 사고(legal mind)를 갖출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4)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은 허용되는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일차

적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를 법령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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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2장에서 정리하였다. 여기서 주로 다룬 것은 법 체계에 대한 논의

인데, 법에 대한 구분 방법, 법의 서열, 법의 구분과 법 적용의 우선순

위,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등이다. 기초적인 일반론이라 할 수 있지

만, 이후 보건의료 분야 법령의 특성 및 주요 법령별 이슈와 쟁점 등 세

부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체계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법령이 제 개

정되는 과정, 즉,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을 단계별로 소개하였다. 

물론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일반론에 해당하는 제2장의 내용은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외국 사례로서 독일의 보건의료법령 체계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

령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후 정책 개발 및 법령 제 개정 과정에 효용

성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4장의 내

용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현

재 보건의료 분야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체계화하는 한편, 보건

의료 분야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

리하였다.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최근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거나 보건

의료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이슈를 선정한 후 해당 이슈가 보건의료

법령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례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법학

전문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보고서라기보다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이

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들을 보건의료 법령과 연관시킨 일종의 ‘정책자

료’로서 활용하는 데에 보다 적합하다. 따라서 각 주제별로 심도있는 법

령 제 개정 주체, 과정, 방향 등은 추후 보건의료전문가 및 법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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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은

해당 직종의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상충이 있거나, 오히려 수요자

측면에서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각 단체/기관의

의견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측의 조율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견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였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는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는 영역임을 감안할 때, 모든 쟁점 사안들을 다루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보건의료 분야 법령과

관련된 주제 선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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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현황을 연구하기에 앞서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법의 분류 기준과

서열체계,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법을 ‘해석’한다는 것의 의

미와 해석방법을 간단히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법을 분류할 때에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법’이라 하면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과 불문법(관습, 조리 등) 

등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실정법(實定法)을 의미한다. 물론 실정법에 대

응하는 개념으로 인간 본성에 근거한 당위의 법으로서 일정한 제정절차

를 거치지 않은 자연법(自然法)이 존재한다. 자연법은 첫째, 실정법의 체

계가 아무리 치밀하게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실정법이 법적 정

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인간의 이성과 보편타당한 질서를 제시함으로써

실정법의 보완 및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위의 법으로서 절대성과 불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법이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실제 생활 현장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비록 상대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체계와 대의기

관에 의한 적당한 입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실정법이 보다 직접적

이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겠으나, 현

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은 거의 전부 실정법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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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입법 절차를 거친 실정법은 해당 법이 미치는 효력범위에 따라 국내

법과 국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제법은 국제단체에 의해

제정된 후 국내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비준 국가 전체에 미치

도록 되어 있다5).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제법은 국제단체에 의해 제정된

후 국내에서 승인된 것이므로 국내법에 비하여 입법절차나 원칙이 불완

전하며(고수현, 2011), 당초 지향하는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각종 법률과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장

에서 제시하는 법의 체계와 분류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내법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정법을 자연법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

준 중 하나는 대의기관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다. 법이 사회

적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법률을 제 개정하는

입법 절차에서의 사회구성원의 참여 보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다양한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존재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입법 절차는 법적 정당

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의 이념 중 하나인 ‘정의’를 획득하는 과정

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국회법을 중심

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이 입안되어 공포되는 과정을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5) 최근 제정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법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다. 이 협약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에서 채택된 후, 2005년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준

국가로서 전반적인 금연정책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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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의 분류 및 분류체계

1. 법의 분류

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각각 법이 가지는 특성 중 일면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분류 기준 및 기준에 따른 법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

법적 관계의 주체는 일반적인 사람인 자연인(自然人)과 단체를 의미하

는 법인(法人)으로 구분되고, 법인은 다시 공법인(공공단체), 사법인(회

사, 조합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은

이들 법적 주체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에 따라 법을 구분하는 방

법이다.

전통적인 구분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법

률을 의미하였다. 이 때문에 공법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국가 권력을 전제하므로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 

사법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의거하여 대등한 개인의 수평적 관

계를 규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법은 ‘사법의 공법화’ 과정에

서 나타난 제3의 법역이다. 특히 순수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야기한 사회

적 모순(불평등, 빈부격차, 노사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공공복리(公共福利)

를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이 수용되면서 사회법이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들어 사회법의 영역이 광범해지고 그 대상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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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다.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경우 공법, 사법, 사회법의 성격이 다양하게 혼

합된 양상을 보인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가 의료행위 또는

치료행위라는 재화를 매개로 맺어지는 사적인 계약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는 점에서 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크게 존재하는 분야로서 일반적인

공산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행위와 달리 주체간 불평등성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분야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익의 관

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따라서 의료를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여 사회공공의 이익(공공복리)을 위해 국

가가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통해 개입하는데, 이런 측면에

서 보건의료 분야 법률은 사회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건

의료 분야 법률들은 행정의 조직, 작용, 행정구제 등을 규정하는 ‘행정

법’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공법으로서의 특징도 아울러 가진다.

〈표 2-1〉법적 주체의 관계 규율에 따른 법의 분류

구분 정의 해당 법률

공법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룸

∙수직적 관계의 규율

헌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다룸

∙사적자치(私的自治)에 입각한 수평적 관계 규율
민법, 상법 등

사회법
∙사법의 공법화

∙국가가 개인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소비자기본법 등

  나. 성문법(成文法), 불문법(不文法)

법의 존재 형태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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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입법 절차를 따라 문서로 작성된 법률로서 제

정 개정폐지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법적인 안정성을

얻음과 동시에 법의 의미를 명확히 문자화하여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불문법은 문서화된 법적 형식으로 조문화(條文化)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국민과 법관, 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반복되는 판단과 행위에 따라

관례상 인정되는 법률의 형태로서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이 포함된다. 

  다. 실체법(實體法), 절차법(節次法)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하

는 경우도 있다. 실체법은 법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절차법은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 즉,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행시키기 위한 절차에 관

한 법이다. 절차법은 실체법이 없으면 그 의의가 없고, 실체법은 절차법

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그 내용의 실현이 보장되는 성격을 가지는데,  

실체법이라고 하는 법전 중에 절차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절차법 중에 실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6).

〈표 2-2〉법의 규정내용에 법의 분류

구분 정의 해당 법률

실체법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

법, 노동법 등

절차법 ∙실체법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

동산등기법, 호적법 등

6)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458259&mobile&categoryI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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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열체계에 따른 분류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이라는 점은 모든 법령의 공통되는 특징이지만, 

법에도 서열체계가 있어서 하위에 있는 법령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조

항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법을 적용할 때의 우선순위와

도 관련된 주제로서, 헌법-법률-명령과 규칙-하위 규정(훈령 고시 내규

등)-자치법규의 순으로 체계가 구성된다.

  가. 헌법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로서 국

가권력의 조직과 작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헌법이 법체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헌법은 법체계에서 최고 규범성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타당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하위 법령의 해석준거로서의 기능을 가

진다. 예를 들어 만약 하위 법령이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사제도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

다. 즉,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헌

법에 포함하여 국가의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이를 위해 권력분립, 민주

적 정치참여제도 등을 보장하고, 각종 하위 법률을 통해 제도적인 구체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를 명시함으로써 하위 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제2장 법 체계 및 입법과정∙31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등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의 정

책에서 일관되게 포함되어야 할 기준이 된다.

  나. 법률

일반적으로 ‘법률 제○○○호’ 등과 같이 표현되며, 개별적, 구체적으

로 해당 분야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법령체계를 의미한다. 법률은 헌법

에 근거하여 국회의 의결(과반수)에 의해 대통령이 제정 공포하는데, 입

법 과정(legislation process)이라 불리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제안, 심

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은 크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의원

입법)와 행정부(정부입법)가 발의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일반 국민의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 청원함으로써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 영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성

이란 법률의 적용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것이며, 추상성은 법률조

항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포괄성은 법률

의 규율대상이 개별적으로 한정화 특정화되지 않음을, 영속성은 법률의

효력이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법제실, 2008).

법률에는 특별히 ‘기본법’이 존재한다. 이는 어떤 분야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

의료기본법(법률 제10131호)7)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

원화되면서 특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과 특별법이

7) 보건의료기본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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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양산되는 추세로서, 소위 ‘법률의 홍수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법

률 상호간 관계 역시 복잡해지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

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정 분야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 운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별 법률

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 명령 및 규칙

앞서 법률의 특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법률조항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가 점점

복잡화되면서 법률만으로 모든 권리 의무, 행정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불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

되거나 개정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 대

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명령과 규칙은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행정부가 제정 공포한다. 일반적으로 명령은 ‘대통령령 제○○○

호’,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호’ 등과 같이 표현된다.

명령(命令)은 대통령령(大統領令)이라고도 하며 대통령이 제정 공포한

다. 명령은 시행명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행명령은 법률

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위임명령은 법률에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범위만을 설정해 놓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규칙(規則)은 부령(部令)또는 시행규

칙(施行規則)이라고도 하며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이 제정

공포한다. 명령과 규칙 제 개정을 위해서는 법제처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에 명령규칙심사권(헌법 제107조)을 부

여하여 상위 법률체계인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과 규칙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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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과 규칙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 재판

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라. 하위 규정들

명령 및 규칙의 하위 규정들에는 훈령(訓令), 고시(告示), 예규(例規), 

지시(指示) 등이 있는데, 대체로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문

서로,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외 문서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

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정

의된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이들 훈령, 고시, 예규, 지시 등

에는 각 부처별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법률적 효과 역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지침(指針)은 행정행위의 세부 절차를 지시하는 일종

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데, 법률적 효과는 없으나 현실상에서는 중요

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마. 자치법규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

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동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

조는 교육감의 교육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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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자치법규의 종류와 주요 내용

자치법규 내용 근거 법령

조례

∙행정운영상 동·리 설치   ∙행정동·리의 하부조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구성

∙의회의 사무직원 정수   ∙사무의 위임, 위탁

∙소속직원의 임면권      ∙직속기관의 설치

∙사업소의 설치         ∙출장소의 설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채무이행, 채권관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

∙사용료, 분담금 포탈자에 대한 과태료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설치

∙공공시설의 설치        ∙지방공사 등의 설립 운영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자문기관의 설치    ∙검사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칙

∙소속공무원의 복무, 징계, 교육훈련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

∙동장의 임명절차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징수

∙세입의 징수와 납기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제안제도의 운영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특별임용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3. 법의 해석과 적용

법령 상에 제시되는 내용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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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용어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석상의 쟁

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적

용 가능한 각종 법령이 서로 상충되어 어느 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

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문에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 활용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앞서 제시한 법의 서열체계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

용되는데,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즉, 최상위법인 헌법이

법 적용의 최고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음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

가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지방정부가 정한 조례 등의 순서로 적용되

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제정되거나 적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법률’로 확정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명령 및 규칙 역시 재판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저

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따라 더 이상 재판에 적용되

지 않는다.

법의 등급과 제정 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일반법에 비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

으로서, 경우에 따라 ‘~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은 특별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이 다른 법령과 상충할 경우에는 대개 ‘○○법

제○○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등의 조항으로 특정인, 특정 지역, 특

정 사안, 특정 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명시한다. 또한 법령이 새

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전 법령과의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제 개정된 법령이 우선한다는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신법 우선의 원칙은 충돌하는 법령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에만 적용되며, 상위법 혹은 특별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으나, 크게 학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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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學理解釋)과 유권해석(有權解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리해석은

법 자체가 가지는 언어학적 또는 논리적 방법에 의한 해석으로서 법령

의 문장, 문구를 기초로 하는 해석(문리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확

장축소 반대 유추 해석(논리 해석)이 가능하다. 학리해석 결과는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권해석

은 권한있는 국가 기관이 내리는 법에 대한 해석으로서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석이다. 유권해석은 해석 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

법해석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사법부 판결의 형식으로

내려지는 법의 해석은 별도로 ‘최종적 유권해석’으로 구분된다.

제2절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을 입

법절차 또는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입법 과정은 일

정한 입법정책적 목적하에 작성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의 공포에 의하

여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입법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안의 입안 과정,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법률안의 입안 과정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

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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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51조), 이

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

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회법 제79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

다(국회법 제79조②).

정부제출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제89조).

최근에는 헌법상 법률안 제안권이 없는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서 각각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감사원법

등 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

우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토록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법 제51조에 의한 위원회안

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다.

  나.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의원발의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

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

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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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속정당의 정책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무회의 등 소정의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준비단계

특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

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안의 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정당별로 다소의 차

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

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관계에 있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2) 법률안 기초단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

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개인참모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계약직 변호사·박사 포함)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 법제실에서 의원의 법률안기초 요청에 따라 법률안이 입안되

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법 체계 및 입법과정∙39

① 법률안 기초 요청

법제실의 입법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입

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법요강이나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여 이

를 법률안입안(검토)의뢰서와 함께 법제실에 제출하면 된다.

② 기초팀의 구성

법제실에서는 법률안의 입안을 요청받게 되면 아무리 간단하고 단순

한 법률안을 기초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 법제관 수인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을 기초하며, 입법

내용면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와 입법기술면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

춘 자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좋은 대안을 선택하면서 입안에 참여한다.

 

③ 법률안 문제점과 동기파악

법제관에게 법률안의 기초가 의뢰되어지면 법제관은 우선 법률안기초

요청자가 의도하는 입법목적 및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내

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의뢰된 법률안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제실무자인

법제관 등은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한 의원 또는 의원보좌관과 수시로

협의한다.

④ 입법자료 수집

훌륭한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법

제관 등은 관련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여 법률안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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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새로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수록하여야 할 조문 전체에 대하

여 요강과 분석서를 작성함으로써 입안과정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

다. 우선 제정하는 법률안의 장·절·조문만을 순서별로 별지에 배치하여

법률안의 요강을 만들고 개개의 내용은 조문별로 별지로 분석한 후 이

를 모두 합하여 법률안의 요강 및 분석서를 작성한다.

⑥ 초안의 작성

개개조문의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의 법률체제로서 법률안을 성

안한다. 법률이란 결국 특정한 의미를 가진 문자와 문장을 매개로 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은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형식이나 내용이 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⑦ 초안의 검토 및 수정

법률안의 초안이 작성되면 전 조문을 검토한다. 검토방법은 조문 또는

항별로 표현내용의 통일여부를 확인하고 오자·탈자를 점검하는 한편, 다

른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정확한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

여야 하는 바, 이를 수평검토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조문에 대하여 수직

적 검토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목표중 하나만을 세워 수직적으

로 전 조문을 검토해 나가게 되는데 이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세워 점

검한다면 시간은 절약되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작성

된 초안은 관계기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람시켜 그 의견

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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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요청의원에게 제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성안된 법률안은 법제실 내부의 결재를 거쳐

법률안 내용이 포함된 컴퓨터디스켓과 함께 요청한 의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법률안의 성안을 담당했던 법제관이 요청의원에게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3) 국회제출단계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

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

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발의자는 당초에 법률안을

기초하거나 입법을 주도해 온 의원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의 정책

부서 등에서 기초하여 입법이 추진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소관상임위

원회의 소속의원이나 그 법률안의 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의원중

에서 맡는 경우가 많다.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성안

하여야 하며, 제안이유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히는 것이

므로 위원회에서 낭독하는 제안설명과 같은 연설문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한다(국회법 제79

조②).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의 서명을 모두 받으면 법률안 제출공문(발

의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용지와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의장(의사국 의안과)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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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도

  다.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1) 제안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제51조).

2) 소관사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서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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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

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36조·제37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

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

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대

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위원회제출대안]

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

이다.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대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

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4)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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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88조). 그러

나 그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8조). 본회의 심의도중에 위원회로 하여금 다

시 심사하게 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

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할 수 있다(국회법 제94조).

5) 제안서식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서식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로서의 역할을 겸하

고 있으며 그 서식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원회

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을 요약·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도



제2장 법 체계 및 입법과정∙45

  라.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기초

정부제출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소관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률안의 초안은 당해 법률의 집행

을 담당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 주무부서는 평소에 입

법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법률안 기초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관

련연구기관, 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위촉을 하는 수도 있으며 전문가들로

[법률안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안하기도 한다.

2) 관계기관과의 협의(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소관부처에서 기초·성안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입법예

고를 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부처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요금, 수수료 기타 예산이 수반되거나 물가와 관련있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② 정부의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③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④ 서식(書式),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⑤ 감사원법 제49조의 회계관계법령안은 감사원

⑥ 기타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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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산에 관한 법률은 기획예산처, 회계에 관한 법률은 재정경제부, 법

령에서 어느부처의 전속적 소관업무로 정한 사항은 그 해당 부처

3) 입법예고

정부입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에 앞서 법령안

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43

조). 중앙행정기관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률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

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

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18조).

4) 경제장‧차관회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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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각각구성되는경제장관회의및경제차관회의를차례로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부처간의충분한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5) 당‧정협의

정부는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법률을 입안하는 때에는 여

당과 당 정협의를 한다.

6)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제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7) 법제처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8)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

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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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

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0)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법제처는 법률안(700부)을 지

체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을 개략적으로 요약·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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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의 심의 의결 과정

법률안의 대략적인 심의·의결과정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회부(국회법 제81조·제82조)：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

원회 회부

② 관련위원회 회부(국회법 제83조)

③ 위원회 심사(국회법 제58조)：의사일정 작성·상정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검토보고(전문위원)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 심사

   (필요시 따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심사케 함) 축조심사 찬반

토론 표결(의결)

④ 체계·자구심사(국회법 제86조)：법제사법위원회

⑤ 심사보고서 작성·제출(국회법 제66조)：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⑥ 전원위원회 심사(국회법 제63의2)：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

이나 본회의 상정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

회하며 전원위원장 명의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⑦ 본회의 심의(국회법 제93조)：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

원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전원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경우) 질의·

토론 의결

※ 본회의 토론종결전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함.

⑧ 법률안의 정리(국회법 제97조)：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

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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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1조①). 의장은 법률

안이 어느 상임위워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②).

또한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2조①).

의장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

여 그 법률안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나. 위원회 심사

1) 심사절차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함

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소관 국무위원, 의

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 전체에 대한 문

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

토론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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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론이 끝나면,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한다. 

안건을 회부받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에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소위원회 삼사결과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률

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게 되며8),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를 놓고 원안대로 채택할 것인지(원안의결), 수정의결할 것

인지(수정의결), 아니면 폐기하거나 대안을 선택(대안의결)할 것인지 여

부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

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

는데, 이를 위원회의 해임(discharge of committee)이라 한다.

〔그림 4〕위원회 심사절차

8)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이 아닌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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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① 검토보고서의 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란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하여 전

문위원이 전문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검토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

하고 회의장에서 구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

시하고 안건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건을 위원회에서 보다 용

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검토보고 대상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안건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법률안, 예산안,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조약동의안, 청원 등의 안건이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며, 그 밖에 위

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다.

이외에도 행정입법,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국정감사의 시정조

치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 제안과정에 전문위

원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별도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지 않

는다.

③ 검토보고서의 작성주체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국회법 제42조④)하고, 실제로는

검토보고서의 방향설정은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입법조사관

이초안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이확정함으로써 작성이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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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위원회 전문위원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이다.

④ 작성 시기

국회법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

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

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이 경과된 후 의사일정으로 상

정되고, 같은 법 제58조제8항에 의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온 이후부터 담당 입법조사

관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확정하되, 늦어도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이를 위원회 소

속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⑤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중 중요한 것이 법률안이므로 법률안에 대

한 검토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며,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첨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문제점이 명

확하고 법률안 심사시 반영되어야 함이 바람직한 내용은 첨부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단순한 자구의 수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시 반영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검토보고서의 형식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나, 대개 제안경위, 제안 이

유, 주요 내용, 검토의견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검토의견이

검토보고서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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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선의 결론이 유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안건의 내용소개와 연혁, 외국의 입법례, 

관련법(다른 위원회 소관 포함)과의 상충여부, 위헌성 여부, 안건내용의

타당성과 실효성, 대안의 가능성과 제시, 예산조치사항(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시에는 수정의견 대비표 등이 포함된

다.

3) 법률안 심사기간

안건이 갑자기 회부 상정되거나 정기국회에 안건이 몰려드는 경우에

는 심사와 검토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정기국회시 안건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1월 국회법은 정기국회 기간 중

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법 제93조의2②).

2005년 7월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시부터 상정시까지

의 기간을 종전의 일괄 15일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대로 15일,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

우에는 5일)로 연정함에 따라 검토기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었다.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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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정에 쓰인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 자구심사를 끝낸 후 그 심사결과를

소관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

사 결과를 포함한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

다.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관련,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해당 법률안

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본회의의 위임을받아 법률

안이 의결된 후 서로저촉되는 조항,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할 수 있다.

  라. 전원위원회 심사

현행 국회법은 1948년 10월의 제정 국회법에서 도입되었다가 1960년

9월 개정 국회법에서 폐지된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2002. 2). 즉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문으로 구성되는 전

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제도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됨으로써 본회의의 법안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

하여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게 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빈

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규칙으로는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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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회의 의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

장 또는 위원회의 소속 의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

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며,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다만,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에 이송해야 할 기한에 대해

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3. 법률안의 공포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국회법 제98

조①),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①).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부의안건의 작성요령

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부의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

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회의의 심

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번

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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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1)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

어 온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헌법 제53조②). 대통령은 법

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③).

2) 국회의 재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위원회심

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며 본회의는 동 안건을 의

결하고자 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12조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

로서 확정되고(헌법 제53조④),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수정의결할

수 없다.

3) 국회의장의 법률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

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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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

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

함으로써 한다.

의장이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②,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②).

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

②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때에

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4. 법률의 효력 발생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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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입법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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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독일의 보건의료 법령체계를 주제로 논의하자면 하필 독일의 그것이

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보건의료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리

고 사회적으로 재원확보가 가장 큰 장애이자 관건이다. 그 재원을 확보

하는 방식으로 보험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의료보험의 효율성은 세

계적으로 미국형의 영리추구형 의료보험 제도보다 독일형의 법정의료보

험 제도가 훨씬 재원획득에 관한 설득력이 크다고 인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험개혁이 참조하는 주요사례가 독일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도 기본적으로 법정의료보험에 의

존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독일은 여러 가지로 다르다. 다만 관련

사례라는 의미에서도 독일의 개혁상황은 그것이 모범사례이든 반면교사

이든 반드시 참조해야 할 수준의 것임에는 틀림없다.

독일의 보건의료 법령체계를 법 자체의 위계질서적 구조에 따라 살펴

보면 연방헌법과 연방법률과 연방명령 그리고 주헌법과 주법률과 주명령

등의 순서를 지켜 관련규범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건의료 문제

는 사회보험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그 비중도 노동자수입의

15.5%에 해당될 만큼 크다고 인정되어 있거니와 그만큼 각 주나 각 보

험회사의 활동가능 범위나 수준도 좁아지고 낮아진다. 이른바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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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조류가 국제적 경기의 극심한 변동으로 펼쳐지고 급기야 아예 위

험스럽다는 평가 자체가 미만한지라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국가 원

리의 구현을 더욱 엄격하고 점검하면서 국가의 관여비율이 당연스레 점

증하고 있다.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법정의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법령체계를 구성하는 양상에 이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방에서 주로 그리고 각종 협회를 거쳐 개별 의료금고 내지

보험회사로 내려오면서 사태를 점검하는 방식이 특히 보건의료분야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법령의 규율대상에 주목하면 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제공자, 각종 협회, 국가나 공공단체, 각종 관련연구소 등에 걸쳐 존

재하고 이들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저마다 각 영역에서 독자적

으로 규율해야 할 정도로 서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

영역에 변경을 가하면 다른 영역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서로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 나타나는 총합법률의 Artikelgesetz 형

식이 대표적 증거이다. 개혁에 관련된 개별법률을 모두 모으고 각 법률

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하나씩 열거하여 이를 통털어 하나의 종합적 개

정법률 즉 총합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비록 개정법률의 중심적 정책

목표 내지 대상에 따라 명칭을 붙이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넓기도 하고

그만큼 복합적이기도 하다. (대규모 개정법률의 일관성과 복합성)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녔다. 논의대상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더 상위의 규범이 필요하고 논의대상의 구체적 규율성을 확보하자면 더

하위의 세세한 규범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후자의 방식

에 주목하여 최근 개정법률의 중심대상에 따라 논의해 나갈 것이다. 다

만 관련영역을 크게 첫째 법정의료보험 문제, 특히 재원확보체계로서 건

강기금 제도, 둘째 의료주체로서 의사파업에 관련된 수가 등의 문제, 셋

째 의약품 문제 등으로 나누어 목차를 잡았음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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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험제도 개관

  가. 법정의료보험(GK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제국 시대이었던 1883년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사회입법의 하나로

법정의료보험 제도를 창설한 이래로 130년이 흘렀다. 독일은 의료보험

에 관한 한 선두주자였다.9)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만 그와 달리 법정의료보험는 기본원리 자체가 연대이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시 말해서 그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상당한 의료급여

를 수령한다.10) 

하지만 의료급여의 종류와 범위는 법률에서 규율한다. 물론 법정의료

보험에 따른 의료급여는 반드시 충분하고 합목적적이며 경제적인 것이어

야 하며 거꾸로 접근하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표준적 수준”을 넘어

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 사항과 기타 관련사항에 관해서는 사회

법전 제5부(Das fuenfte Buch des Sozialgesetzbuchs - SGB V)에 규

정되어 있다.11) 

9) 국가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아
일랜드, 그리이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시장경제형을 추구하는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

인 나라는 미국이다. 독일은 사회보험체계를 채택하였는데 국제적으로는 이를 비스마르크

체계라고 부른다. 독일 이외에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본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한국도 독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독일 유형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 환경은 물론 세부적 사항에서 독일과 한국은 매우 다르

다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http://www.bpb.de/politik/innenpolitik/gesundheitspolitik
   /72533/deutsche-besonderh...(2012-12-12 방문) 참조. 이와 같이 독일의 연방 시민정치교

양 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Bundeszentral fuer politische Bildung 시민에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의료보험에 관한 사실, 정책, 규범 등의 상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0) 독일의 의료보험에 관한 일반적 소개로는 주간지 슈피겔 2005년 8월 8일자 특집기사인

알렉산더 노이바허, 변무웅 역, “독일 의료보험 제도의 현황”, 법과정책연구, 제6집 제1
호, 1-23쪽 참조. 

11) Sozialgesetzbuch (SGB) Fünftes Buch (V) -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4 G v. 21.7.2012, BGBl I 1613. 그밖에도 사회



66∙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법정의료보험 금고에는 일반적 지역의료보험 금고 Allgemeine Orts-

krankenkassen AOK 사업장 내지 동업조합 의료보험 금고 Betriebs- 

und Innungskrankenkassen 선원, 농부, 광부 의료보험 See- und 

Landwirtschaftliche, die knappschaftliche Krankenversicherung 및

대체금고 Ersatzkasse 등이 속한다. 독일에는 독립된 단위로서 법정의료

보험 금고가 다수이다. 하지만 점점 줄여 나가고 있어 1991년에는 1200

개가 넘었는데 2012년에는 200개를 넘지 않는다. 

법정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납입한다. 노동자

부담분은 임금이나 월급에서 직접 징수한다. 자신의 수입이 없는 배우자

와 자는 대가없이 함께 보험대상에 속하게 된다. 2009년 7월에 건강기

금 Gesundheitsfonds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법정의료보험에 동일한

보험료율이 확정되었다. 최종적으로는 2011년 1월 1일자로 보험료율은

조세부과 전 수입 총액의 15.5%로 인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용자는

7.3% 노동자가 8.5%를 부담한다. 필요적 의료급여 전부에 대하여 개별

법정의료보험 금고의 수입이 부족하면 상한 없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오직 보험가입자가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나. 민간의료보험(PKV, Private Krankenversicherung)

법정의료보험과 나란히 독일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존재한다. 

민간의료보험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 886만명이 전면 민간의

료보험(private Vollversicherung)에 가입했는데 이는 의료보험 전체의

10퍼센트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공무원, 자영업자, 노동수입이 월

4,125 유로 또는 년 49,500 유로(2011년 기준)를 넘는 노동자 등도 민

법전의 제6부는 연금보험, 제7부는 사고보험, 제8부는 청소년보호, 제9부는 장애인, 제11
부는 부양보험, 제12부는 사회부조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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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료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법정의료보험에서 민간의료보험으로 바꾸는 것은 더 나은 의료급여를

원하기 때문이다. 노련한 과장의사의 진료와 처치, 쾌적한 일인용 병실, 

진료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실상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한 사인환자는 Privatpatienten 최고의 의료조치를 받기가 훨

씬 용이하다. 오늘날 독일에 이등급 의료가 Zweiklassemedizin 존재한

다는 사실은 물론 의학적으로 가능한 조치조차 모든 환자가 다 받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

들다. 민간의료보험으로 바꾸기에 유리한 집단으로는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을 든다.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그만큼 불리하다고 할 정도로 대

가를 치러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기본논리는 뻔하고 간단하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   

  다. 소결 –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

언제나 문제는 낭비성 의료급여, 로비성 왜곡, 과도한 의료급여, 과소

한 의료급여 등이다.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제도는 어쨌거나 우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약점도 있다. 이렇게 저렇게 비판도 많지만

여하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제적 비교에 따르면 최고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보험료도 최고로 높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해

야 한다.12)  

12)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전반적 평가로서 최근 2012년 슈테른 주간지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기사의 제목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등급 수준인 의료급여(Zwei-Klassen-Medizin 
auf hohem Niveau)>로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료급여 수준에 비하면 법정의료보험

의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http://www.stern.de/wirtschaft/versicherung/
    das-deutsche-gesundheitssystem-zwei-kl...(2012-12-12 방문). 반면에 2012년 7월 23일

자 Die Welt 기사에서는 독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질적 수준 측면에서 유럽에서 14위를

차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항생제 투약이나 투석기 사용 수준이 엄격하지 않

고, 제왕수술이 국제평균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지적이다(http://www.welt.de/10836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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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의료보험의 건강기금 제도(Der Gesundheitsfonds)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독일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언

제나 법정의료보험의 재원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역시

2009년 1월 1일자로 법정의료보험 영역에 재원확보 체계로서 건강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개혁의 규모와 정도에 관해서는 법정의료보험 영역

에서 시행한 혁신사업 중 수십 년 이래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

할 정도이다. 이 기금제도의 도입 자체는 물론 그와 함께 구성해야 할

의료보험 금고에 대한 재원배분 절차와 새로운 재원확보 방식 등의 문

제에 관하여 도입결정 이전의 기간 동안 각 정당 사이에 그에 걸맞게

격렬한 토론이 전개되었다.13) 규범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2007년 ‘법정

의료보험 영역내부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을 GKV-WSG 제정하

여 건강기금 제도의 도입을 확정하고 2009년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결과이었다.14) 

  가. 건강기금 제도의 목적

2005년 연방의회 선거과정에서 법정의료보험의 재원확보 방식의 하나

로 건강기금 제도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극단적 두 개의 방안을 살펴보면 한편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보험

료를 부과하는 다시 말해서 가족의 구성원에게 수입의 유무를 묻지 않

(2012-12-12 방문). 
13)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소개로는 박명준, “독일의 2006년 의료보험 개혁 : 건강기금 모델

의 도입”,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8, 2006, 70-75쪽 ; 특히 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

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의료법학, Vol.10 No.2, 
2009, 151-181쪽 중 ‘III.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체계에서 경쟁원리의 작동과 제한’ 부분

을 참조. 
14) Gesetz zur Stärkung des Wettbewerbs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GKV - Wettbewerbsstaerkungsgesetz – GKV-WSG) vom 26. März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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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누구나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인두세 Kopfpauschale 방

식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래와 다를 바 없이 가족단위 부과

방식을 Buergerversicherung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진영의 주장을 절충하고 병합하여 법정의료보험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건강기금 제도로 묶고 세부사항에 구체화하였다. 

  나. 건강기금 제도의 운영방식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Beitraege 납부 : 기본적으로 종래와 같

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는 부담비율의 동등성에 변경을

가하게 된다. 

○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방보조금 Bundeszuschuss : 국가의 지원분

을 설정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가 높아졌다. 

○ 이환율 내지 질병감염율을 Morbiditaet 주요한 기준으로 위험의

구조적 상호조정 Risikostrukturausgleich15) : 노인이나 지병보유

자 등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측의 선별적 배척을 허용하는 대신에

건강기금에서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보완해 준다.

○ 배분에 관한 지역적 한계 설정 : 의사의 부족사태가 일어나는 지

역에 대한 보완적 지원방책이 가능하게 된다. 

○ 연방정부에 의한 보험료 일괄확정 방식으로 서로 다른 위험의 정

도를 조정할 재원을 확보한다.  

○ 추가적 보험료 (개인별 산정방식) : 기초확정 부분을 넘는 의료급

여에 대하여 개인별로 의료보험 금고 측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분적으로 포괄적 확정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산정방식

15) 변무웅, “독일의 법정의료보험 강제가입 면제제도”, 법과정책연구, 2012.12.에 게재예정, 
해당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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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 건강기금 제도에 기대하는 운영효과 

○ 법정의료보험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대한 국가의 역할이 종전보다

커졌다. 

○ 사용자와 보험가입자인 노동자 사이의 재정적 부담의 분배율에 변

동이 생겼다. 

○ 의료보험 금고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영향력을 향상시켰다.  

○ 법정의료보험 내부의 지역적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또한 제고하였

다.  

○ 경제적 상황과 변동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라. 건강기금 제도에 대한 주요한 관련 주체의 태도 

○ 정당 (기민/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좌파당, 연대90/녹색당) 

○ 건강보험 영역내 주체 (법정의료보험 금고, 민간의료보험 회사, 의

사협회, 병원협회, 환자 및 소비자 협회, 복지협회) 

○ 노동조합과 사용자협회 등과 같이 각 영역에 대립되는 주장을 대

변하는 주체를 모두 참여시켜 논의에 쟁점을 드러내고 그에 관한

협상을 추진한 것이다. 

  마. 2007년 의료보험 개혁의 주요내용 

○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하는 다른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한 의

료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최초로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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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의 공급체계와 의료보험 금고의 조직에 관하여 개혁을 단

행하였다. 

○ 법정의료보험에게 부담을 주지만 재활운동(Rehabilitation)에 관한

법적 청구권을 도입하였다. 

○ 공동주택에서 또는 그와 유사한 거주형태의 가택에서 질병관리를

받을 법적 청구권을 도입하였다. 

○ 통증 완화 내지 관리 의료(Palliativmedizin)를 개선한다. 

○ 중증 또는 희소성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의 외래진료를 병원에서도

허용한다.  

○ 예방조치와 휴양조치도 법정의료보험의 의무적 급여사항에 편입하

다. 

○ 품질 및 경제성 연구소에서 약품의 비용편익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고도의 혁신적인 특수한 약품의 처방에 대하여 제삼자의 견해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다. 

○ 보험료의 선택가능성을 도입하다. 

○ 현 시점까지 존재하던 7개의 최상위급 협회를 폐기하기 위하여 연

방 차원의 최상위급 협회를 창설하였다. 7개 협회는 현재 사실상

민법상 조합(Gesellschaft buergerlichen Rechts) 형태로 여전히

존재한다. 

○ 의료보험 금고의 종류에 상관없이 서로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의료보험 금고가 주도하여 의약품의 제조자와 더 낮은 가격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확대하여 인정하였다(할인계약)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청구권이 수면상태로 떨어

지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이에게

이 제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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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영리추구형 의료보험의 개혁사항: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다

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자신이 납입

한 보험료 중 노후대비부분을 찾아서 갈 수 있으며, 다만 그 규모

는 그가 기초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치고 그보다 높은 부분

이 축적된 것에 한정한다. 

○ 재원확보질서의 개혁

건강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정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을 2009년 1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확정하였다. 일단 15.5%로 정했는데 2009년의 경

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14.9%로 내렸다가 2011년에는 다시 15.5%로 돌

아갔다. 경제성이 높은 의료보험 금고에서는 남는 것을 환급할 수 있으

며, 경제성이 낮은 의료보험 금고에게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더

심각하게 가난하고 더 아프고 더 늙은 가입자의 의료보험 금고와 더 부

유하고 덜 아프고 더 젊은 가입자의 의료보험 금고 사이에 재정조정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아무리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부에 관해서

는, 의료보험 금고가 높은 경제성을 획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바

없고, 오히려 보험가입자가 어떤 구조적 특성을 지녔는지 하는 상황에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게 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법정의료보험 금고도 파산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

제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결코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바. 소결  

법정의료보험 영역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민간 영리추구

형 의료보험 영역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법정의료보험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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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입 의무를 면제하면 영리추구형 민간 의료보험의 활동영역은 자동적

으로 그만큼 넓고 커진다. 그밖에도 201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보건의료개혁의 결과로 노동자가 법정의료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으

려면 일년 노동총수입이 전해보다 450 유로 낮아져 49500 유로에 달해

야 한다. 법정의료보험에서 민간의료보험으로 바꾸려는 사무직 노동자에

게 삼년 연속으로 이 수준의 노동총수입을 얻어야 한다고 부과했던 종

전의 연속기간 조건이 삭제되었다. 이제 일 년만 그 수준에 닿으면 면제

받을 수 있다. (법정의료보험 가입의무 면제기준선 하향조정) 민간의료

보험 측에서는 가입자를 선별할 수 있으므로, 각종 약점을 지닌 보험가

입자로서는 법정의료보험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여건

은 기본적으로 민간 즉 영리추구형 의료보험 측에만 과도하게 유리했던

것이므로 종래의 상황을 어떻게든 개혁할 필요가 컸다. 국가가 관여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되 설정된 영역 내부에서는 각 의료보험이 경쟁하

도록 유도하는 전면적 개혁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가장 뚜렷이

나타난 내용은 민간 즉 영리추구형 의료보험 측에서도 법정의료보험과

동일한 내용의 기초보험을 Basis 보험가입자 선택지의 하나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간의료보험에서 기초보험의 제공의무) 이와 같은

포괄적 기초의 확립과 더불어 그 부분을 넘는 의료급여에 관해서는 개

인별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추가보험

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경쟁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조치

인 셈이다. (법정의료보험에서 추가보험료 설정의 허용)

4. 법정의료보험과 의사부족 현상 

2011년 12월 31일 기준 의사관련 통계에 따라 의사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의사의 숫자는 늘어나지만16) 그래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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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견 모순인 것 같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부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거나 부정하는

게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아예 의사

의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치료를 받기는 하나 여하튼 모종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없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 수준의

개업의로서 일차진료를 맡은 가정의와 그 다음 단계의 전문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집단 수준의 병원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결

국 아직 채우지 못한 의사의 필요적 근무직(Arztstelle)으로 나타나는데

그 숫자가 현재 연방 전체로는 5,500개에 이르는 형편이다.17) 

  가. 의사부족의 원인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았던 공격적 처치수법, 조사, 치료방식 등을 시행

하면서, 의료급여의 규모와 수준이 높아졌고, 그만큼 더 많은 전문인력

16) 연방의사 법정협회나 연방의료보험 소속 의사협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2011년 주의사

법정협회에 Landesaerztekammer 신고한 의사의 수는 44만9409명으로 늘어났다. 비율로

말하자면 2010년보다 2.4% 높아져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 중에서 의사로서

활동하지 않는 10만 7346명을 제외하면 2011년 연방독일공화국에서 34만 2063명이 의

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보다 8464명이 늘어났다. 증가율이 이로써 2.5%에

이른다.  
17) 연방의사법정협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지부의 2012년 2월 1일자 기사 : 기사지역의 인

구대비 의사활동 비율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법정의료보험 소속 의사협회에

서 Kassenae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수준까지 현직의사

의 활동분포를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Arztdichte 환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기준시

점 2010년 12월 31일의 연방의사등록부를 Bundesarztregister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사
이트 주소: www.versorungsatlas.de )
http://www.bundesaerztekammer-bw.de/news/2012/2012_02/versorgungsatlas/index.ht
ml(2012-12-13 방문) 참조. 그밖에도 이에 관해서는 Klose, Joachim/ Uhlemann, 
thomas, Fehlallokationen in der vertragsaerztlcihen Versorgung – Abbau und 
Vermeidung von UEber- und Unterversorgung, GGW 3/2006 (Juli), 6. Jg., S. 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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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둘째 인구의 구성비가 노인 쪽으로 치우

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59세 넘는 인구의 비율이 1991년보다 무려

오분의일이나 더 늘어났고, 일인당 치료빈도나 강도가 그만큼 더 높아지

고 많아졌다. 게다가 개업의로서 의사 자신이 은퇴해도 노령화 추세에

따라 그 자리를 메울 젊은 후계자 의사를 찾을 수 없다.18) 셋째 의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사의 삶에 대한 기본적 태도

가, 즉 전통적 남성과 달리, 일과 생활의 비중을 고르게 유지하려는 성

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에 투입하

는 시간이 더 길어서 그 영향이 의사의 업무량에 부정적으로 미친다. 넷

째 여기에 의사의 업무시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

다(노동시간법).19) 

  나. 의사부족에 대한 대책과 의료적 조치의 확보를 위한 법률 

의사의 노동을 다시 더 매력있게 구성해서 젊은 의사의 수가 늘어나

야 비로소 이 추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20) 

그 대책의 하나로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 법정의료보

험의 의료급여 확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연방참의

원에서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이 법률을 심의하였다. 이 법률은 승

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2012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18) 연방의사법정협회 2012년 7월 4일 작성기사: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http://www.bunde
    saerztekammer.de/page.asp?his=0.3.1667.1746.1748 (2012-12-13 방문) 참조. 
19) ArbZG = "Arbeitszeitgesetz vom 6. Juni 1994 (BGBl. I S. 1170, 1171), das 

zuletzt durch Artikel 15 des Gesetzes vom 21. Juli 2012 (BGBl. I S. 1583) 
geändert worden ist" -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5 G v. 21.7.2012, 
BGBl. I S. 1583.  

20) 연방의사법정협회 2012년 7월 4일 작성기사 : 2011년 12월 31일 의사관련 통계조사 성

과 Ergebnisse der AErztestatistik zum 31. Dezember 2011 
http://www.bundesaerztekammer.de/page.asp?his=0.3.10275(2012-12-13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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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서 새로 채택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의료 현장에서 모든 의료적 조치의 관련주체가 더 많은 종류와 더 큰

규모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방 차원에서 유연화 및 탈규제적 조치의 근

거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각 주가

종전보다 더 많은 참여 및 형성의 선택지를 누리게 된다. 동시에 법정의

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도 탄력성 있게 책

정하며 지역적으로 편차를 둘 수 있게 허용하였다. 연방보건부 장관 다

니엘 바르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질적 수준을 갖춘 의

료적 조치를 확보하는 길을 열어나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개업의가

필요하다는 지역이면 어디에서나 개업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

을 만들자고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의료적 조치를 충분히 제공하며 최고

의 의료급여를 목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보건의료 체계야말로 모두 소

망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지역단위의 의료보험 금고는 자신의 법정의료

보험 가입자에게 부가적 의료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의 폭을 더 넓게 누

리게 된다. 예컨대

1) 의사의 의료급여 조치와 그 조치의 구조

○ 의사가 의료급여 제공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개업하면 개인별 의

료급여 총량제한에서 제외시켜서 의료급여 체계를 개선해 준다.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에 대한 보조수수료는 물론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사에 대한 급여제공 등이 그 사례에 속한다. 

○ 응급처치 분야에서 다수의 의료급여 개별분과를 포괄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연방에 통일적으로 기동의료대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

21) http://news.doccheck.com/de/article/207033-versorgungsgesetz-beschlossen/  
    (2012-12-14 방문) ; 이보다 더 세세하게 소개한 내용에 관해서는 또한

 http://www.bmg.bund.de/krankenversicherung/gkv-versorgungsstrukturgesetz/
    (2012-12-14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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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통일된 전화번호는 “116 117”이다. 법정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 연방협회가 설립하고 운영한다. 

○ 가족과 직업의 영역을 일치시킬 개선조치를 취한다. 여성 계약의사

가 출산한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까지 연장해서 양육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육아를 위해서는 의료보조원을 고용기간을 36개

월까지 허용하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6개월까지 허

용한다. 

○ 의료급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가 서로

협력하는 망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가능성

을 허용한다. 

○ 의약품과 치료용 보조기구 영역의 경제성 판별 단계에서나 표준비

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나 또는 치료용 보조기구 영역의

개업의사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비용보상 이전에 협의한

다는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 

○ 개업허가위원회에서 과다하게 높게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계

획영역에서는 후계자선정절차에 관하여 사전단계에 벌써 그 절차

자체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절차를 개

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전임 보험계약의사는 그 의원의 거래

가격에 해당되는 보상을 의료보험으로부터 수령한다. 

○ 대학병원 소아과의 외래치료를 더욱 강화한다. 그에 대한 수가는

그와 대등한 다른 병원의 이른바 소아 및 미성년 치료를 위한 특

별외래 조치에 대한 약정수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급여체계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

○ 전문의 외래치료의 새로운 영역에 연계시키는 개별분과를 단계적

으로 하나씩 도입한다. 특정한 전문의 의료급여적 조치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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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수준과 수가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병원 소속

의사이거나 개업한 보험계약 의사이거나 가리지 않도록 한다. 보

험가입자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의료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

할 뿐 누가 의료급여를 제공하는지 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 각 의료보험 금고의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추가급여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예방조치, 재활조치, 인공수정, 치과영역의 조치

(의치는 제외), 의사처방 의무는 없지만 약사처방 의무는 부과된

약품, 기타 치료제 및 보조기구, 가정방문형 환자 도우미와 가사

도우미, 의사 아닌 민간치료자의 의료급여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 

○ 병원에 입원치료 후 퇴원관리를 개선하였다. 퇴원관리의 목적은 의

료적 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환자에 관하여 입원치료측 의사와

외래치료측 의사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준을 더 높여서 환자 자신

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며 가능한 한 회전문 드나들

듯이 퇴원했다 다시 입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것이다. 

○ 혁신과정의 속도를 더 높여 그 성과를 더 빨리 거둘 수 있다. 연

방공동위원회(GBA, Der Gemeinsame Bundesausschuss)는 취득

한 새로운 제도적 도구를 활용하면, 아직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

한 종래와 다른 새로운 의료적 진단 및 처치 수단을 시험할 수 있

다. 연방공동위원회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혁신적인 진단용 및

치료용 조치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특정한 구조적 요건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여, 평가절차를 배제한 채, 인식사항의 동시적 획

득을 시행할 수 있다.  

○ 전자보건카드의 발급절차는 계속 운영한다. 2012년 말까지 적어도

보험가입자의 70퍼센트가 전자보건카드를 발급받게 한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 각 지역의 각종의 의료보험 금고의 연말회계 보고서의 주요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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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여 투명성을 더 높인다. 연말회계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심사받고 평가받게 한다. 

  다. 의사파업 사태

2012년 9월 법정의료보험 계약의사 협회측에서는 보수가 너무 낮다

는 이유로 보험금고 측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고자 의사파업을 경고했

다. 10월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

는 더 근원적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사보수

계산의 체계라든지 각 영역의 의사에 대한 상호 형평성이라든지 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급여의 증가에 따라 그만큼 의사에 대한 요구가 과도

하게 증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환자가

아파야 의사가 진료하고 그렇게 진료해야 비로소 수가를 챙길 수 있는

체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지역별,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협력체계 내지 협력망 건립한다는 등의

방안도 제기되었다.22) 

  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도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법에 따라 연

방전체에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운영한다.23)  

22) 의사의 평균적 년단위 수입은 외과 의사 21만 1600 유로, 산부인과 의사 18만 9200 유
로, 가정의 18만 4800 유로, 이비인후과 의사 17만 800 유로, 심리치료사 6만 5500 유
로 등이다(자료: Kassenaerztliche Bundesvereinigung, Jahr 2008)
의사파업에 Aerztestreik 대해 슈피겔의 2012년 9월 13일자 비판적인 기사로는

http://www.spiegel.de/wissenschaft/medizin/aerztestreik-unangemessene-reaktion-der... 
(2012-12-25 방문) 참조.

23) ÄApprO 2002 =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vom 27. Juni 2002 (BGBl. I S. 
2405), die zuletzt durch Artikel 4 der Verordnung vom 17. Juli 2012 (BGBl.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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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장관 뢰슬러는 의사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정원

제도를 폐지하고 선발과정의 강화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입

학자격 성적이 낮더라도 의사로서는 우수할 수 있다는 명제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지원자 대비 4명 중 1명만 의과대학

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입학자격시험 성적이 1.4 등급 이상이라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때문이다.24)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성적의 수준이 너

무 높다. 게다가 상황도 좋지 않다. 개업의의 지역적 소재 분포 측면에

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는 의사가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직업적으

로 활동하는 15만 명의 개업의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둘 중 하나가 이

미 55세가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생의 60%가 이미 여성이므로

가사와 출산 등의 문제가 의사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25)   

독일의 경우 아직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도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다만 대학입학자격시험 성적이 낮더라도 사립대학, 외국대학 또는

연방군대에서 의사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첫째 독일의 유일

한 사립의과대학인 비텐-헤레데커 대학에는 일년에 42개 자리가 있다. 

지난해에 950명이 지원했으니 23대1쯤 되는 셈이다. 성적은 2.8 등급이

면 입학이 가능하다. 수업료가 일 년에 41000 유로에 달한다. 둘째 연

방군대학에서도 의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장교 즉 군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일단 자격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 군대에서

17년간 근무해야 한다. 셋째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헝가리의 부다페

1539) geändert worden ist" -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4 V v. 17.7.2012 
I 1539. 

24) 2010/2011 겨울학기에 독일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8629자리에 40387명이 지원했다. 독
일의 현재 인구는 8200만 명 정도이다. 

25) 2010년 4월 4일자 슈피겔 기사 보건부장관 뢰슬러는 의대정원 제도의 폐지를 원한다. 
http://www.spiegel.de/unispiegel/studium/aertemangel-roesler-will-numerus-clausus... 
(2012-12-1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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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230개 자리가 있다. 수업료가 70000 

유로에 달한다.26) 반면에 스위스에서는 의대정원 제도를 폐지하였다.27) 

5. 독일의 민간요법 시행자 Heilpraktiker 

독일의 민간의술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 즉 합법적 직업에 속한다. 현

재 독일에서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의술자는 약 20,000 명 정도이다.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치료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활동한

다. 식물성 약물요법, 동종대응 요법, 척추교정 요법, 방향 요법, 척추교

정 요법, 호흡요법, 거머리요법 등이 그것이다.28) 

6. 간호요원

간호요원이라는 명칭은 2003년 간호요원 법률에서 보호하는 용어이

다.29) 최소한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추

어야 한다. 간호요원 직업교육 및 시험령에 따라 3년간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30) 

26) 2012년 7월 7일자 아벤트블라트 신문의 기사: 1등급 대학입학성적이 없어도 의사가 될

수 있다(http://www.abendblatt.de/wirtschaft/karriere/article2329979/Numerus-Clausus
    -Arzt, 2012-12-13 방문).
27) 정원제도를 폐지하여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2011년 6월 21일자 국가

홍보 자료(http://www.cvp.ch/newsfilter/national/article/archive/2011/june/article/mehr-
schweiz, (2012-12-13 방문)

28) 이에 관해서는 변무웅, “독일의 민간의술자 법률”,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통권 제25
집), 2009.02., 305-332쪽 참조. 

29) KrPflG = "Krankenpflegegesetz vom 16. Juli 2003 (BGBl. I S. 1442), das zuletzt 
durch Artikel 35 des Gesetzes vom 6. Dezember 2011 (BGBl. I S. 2515) geändert 
worden ist" -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35 G v. 6.12.2011 I 2515. 

30)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우 Verordnung zur Durchfuehrung des 
    Krankenpflegegesetzes (DVO-KrPflG NRW) Vom 7. Mär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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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분야 사무원 내지 간호보조원

의료전문 사무원은 개업의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사용

자로서는 개업의 의사 이외에도 행정청, 기관, 독립조직체, 사업체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하튼 의사의 의료적 조치에 대해 명령하거나 다

른 사람을 위해 (의사 요원 또는 부양 요원 등과 함께)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독일연방군대에서도 또한 민간인인

의료전문 사무원을 교육하고 채용할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자신

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 시장의 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제

공할 수 있다.31) 

교육과정과 취업기회 또는 다른 활동영역으로 이전, 승진, 계속적 직

업교육 등의 가능성에 관한 현실적 여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준에 닿아

있다. 가령 2011년 독일에서 14,481건의 새로운 직업교육계약이 체결되

었다. 이로써 독일의 직업교육 계약체결건 서열에서 제7위를 차지하였다. 

이 직업영역의 종사자 중 98%가 여성이고 2011년 계약건 중에서 남성

은 겨우 167명에 불과하다.32)  

  가. 의료전문 사무원 직업교육 개관 

직업교육 기간은 3년이다. 2년반 또는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개업의

의원의 실습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걸리는) 직업학교 교육의 병행교

육방식으로 운영된다. 2009년 8월부터 직업교육 기간 중 피교육자는 제

1년에는 조세부과 이전 지급금액으로 대개 561유로, 제2년에는 602유

31) http://de.wikipedia.org/w/index.php?title=Medizinischer_Fachangestellter&printable...
 (2012-12-13 방문)

32) Rangliste der Ausbilungsberufe (http://www.bibb.de/de/59149.htm) des 
    Bundesinstituts fuer Berufsbildung (BIB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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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3년에는 646유로를 지급받는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의료전문 사

무직은 활동영역에 따라 1,300 유로에서 2,200 유로까지 달라진다.33)  

  나. 근거법률

2005년판 연방직업교육법이 근거법률이다.34) 1986년판 직업교육령이

2006년 8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의료전문직 사무원으로 바뀌었

다.35) 2008년 사단법인 의료전문직업연합에서는 연방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규칙을 제정하였다.36)  

8. 의약품

약품처방보고서는 보건의료부문 경제학자의 통계자료로서 성경에 해당

되는 문건이다.37) 법정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처방한 모든 약품을 평가하

여 매년 가을에 출간한다. 지난해에는 7억8400만 건의 처방이 발급되었

다. 독일에서는 네덜란드와 약품가격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약품이 독일에서는 네덜란드보다 높은 가격으

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율이 서로 다르지만 이 점을 배제하더

33) 임금단체협약 Tarifvertraege als .pdf (http://www.vmf-online.de/mfa/mfa-tarife) 참조. 
34) BBiG = "Berufsbildungsgesetz vom 23. März 2005 (BGBl. I S. 931), das zuletzt 

durch Artikel 24 des Gesetzes vom 20. Dezember 2011 (BGBl. I S. 2854) 
geändert worden ist" -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24 G v. 20.12.2011 I 
2854 

35) MedFAngAusbV = "Verordnung über die Berufsausbildung zum Medizinischen 
Fachangestellten/zur Medizinischen Fachangestellten vom 26. April 2006 (BGBl. I 
S. 1097)"

36) 사단법인 의료전문직협회 Verband medizinischer Fachberufe e.V., “Berufsordnung 
fuer Medizinische Fachangestellte”, http;//www.vmf-online.de 참조.

37) Schwabe/Paffrath (Hrsg.): Arzneiverordnungs-Report 2012: Aktuelle Daten, Kosten, 
Trends und Kommentare; Springer-Verlag 2012; 1.142 S.; 80 Abb.; Softcover; 
ISBN 978-3-642-2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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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여전히 독일에서 약품가격이 네덜란드보다 42%가 더 높다. 

의료보험 금고 측에서 지급한 약품가격 총액은 지난해보다 12억 유로

가 줄어서 30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오직 하나

다. 제약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강제할인분을 16%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다음해에는 강제할인분이 6%로 줄어든다. 그에 따라 약품가격 총액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전반기에 벌써 비용이 4억8000만 유로가 늘어 총

158억 유로를 기록했다. 그 중에 1억9000만 유로가 신약 3개에 대한

것이고 (길레냐, 인치보, 찌티가) 환자 일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3만 유로

에서 4만4000 유로에 이른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덴마크와 말타와 같이 2011년까지 유럽국가 중

소수에 해당되었다. 즉 독일에서는 신약에 대한 가격통제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11년에 들어와서 약품시장-신질서 법률로써 이와 같은 상황에

변경을 가하였다.38) 보건의료부문의 품질과 경제성 연구소(Institut fuer 

Qualitaet und Wirtschaftlichkeit im Gesundheitswesen)에 소속되어

독립성을 갖춘 다수의 학자가 신약을 평가한다. 그 결과 2011년도에 23

개 약품 중에서 오직 14개 약품만 추가적 활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가격에 관해서는 의료보험 금고 측과 제약회사가 협상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연구소 소속 학자는 종래 써오던 약품에 대해 심사할 권한

을 부여받지 못했다. 약품처방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권고를 무시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효과의 다른 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일 년에 28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의 1년 예산은 1750만 유로로서 신약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부족할 정도이다. 영국에서는 NICE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독

38) 2011년 1월 1일자로 이 법률은 Das Gesetz zur Neuordnung des Arzneimittelmarktes 
vom 22. Dezember 2010 = AMNOG (BGBl I 2010, 2262 ff.) 효력을 발생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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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연구소보다 4배나 많은 인원에다가 9800만 유로의 예산 즉 독일의

거의 5배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는 3년 전에 벌

써 11억 달러를 이와 유사한 기능에 투입하였다. 

9. 결론

1. 의료보험 분야에서 개혁의 문제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항시 제

기된다. 다만 그때마다 중심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설정하고 관련사

항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일 뿐이다. 

2. 의료수요 측면에서 특히 법정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율을

독일은 대개 9:1 정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책적 방안을

그때마다 마련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분명한 수요의

분할비율에 관한 결정은 오랜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정책적 고민

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3. 법정의료보험의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건강기금 제도는 독일식의

독특한 포괄적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의료주체의 측면에서 상당히 관대한 원인은 무엇일까 검토하면 해

당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잠정적 처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5. 의사협회를 비롯하여 각종 협회, 그리고 자연과학적 성과를 독자적

으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연구소, 제삼자적 위치이기는 하나

국민의 건강증진의 책임주체로서 보건부장관 등 보건의료 관련주

체의 활발한 저마다의 활동과 그 권한을 확보하는 주체의 공동적

구성 등에 관한 논의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개별영역의 관련주체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권리를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각 영역마다 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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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등의 제 차원에 일관되게 조직화하고 조직에 참여하고 설득

력 있는 각종 자료를 제3 영역의 연구소로 하여금 산출하게 하여

동원하는 등의 항상적 상황전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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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

1. 보건의료의 개념

  가. 강학상의 보건의료

학계와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과 의료의 개념을 구별하여 왔다. 

보건은 의료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료와 다른

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며, 의료의 한 내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 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

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 외의 국민건강관련서비스 종사자, 예컨

대 약사ㆍ영양사ㆍ위생사 등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의료의 개념은 의료인의 의료업무와 그 이

외의 자의 국민건강 관련 업무를 기능적으로 총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

다(김기경, 2002)

행위대상으로 구분하면, 의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보

건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행위의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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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는 사후 치유적 행위인 반면 보

건은 사전에 건강의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예방적·위생중심적 행위를 의

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의료는 속성이 다른 두가지 행위가 기능

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의료(medical care)와 공중보건(public health)라

는 두 영역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기경, 2002)

보건과 의료의 구별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종래의 의료는 사고나

질병을 전제로 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의미하는 협의의 의료

(medical care)였으나, 의료의 개념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단지 사고

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까지

포함하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이 의료의 개념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즉, 현대적 의미의 의료는 광의의 의료(health care)로서, 이를 굳이

보건과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광의의 의료는 보

건서비스(health service)에 의한 산물로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을 회복 유지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공공의 모든 활동

을 의미한다(유승흠·양재모, 1994)

  나. 실정법상의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수급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보건의료’를 국

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그

리고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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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

하는 것이 허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2호 및 제3호).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

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을 말한다(제3조 제4호).

2. 헌법상 보건의료관련 기본권

  가. 의의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라고 하여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권

은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

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건권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제1

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가족의 순결과 건강은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제119조 제2항)’라

고 하여 가족의 건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었다. 제2

차 대전 이후에는 이탈리아 헌법(제32조 제1항), 포르투갈 헌법(제64조

제2항), 인도헌법(제47조) 등이 국민의 보건권 내지 국민보건에 관한 국

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국헌법 제20조가 가족의 건강

조항을 규정한 이래 역대헌법이 가족의 건강 내지 국민의 보건권을 규

정해 오고 있다(권영성, 1998).

국민보건에 관한 이러한 헌법적 배려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적인 가

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건강생활의 영역에서도 존중

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제10조), 생명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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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40)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강한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

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와도 관련이 깊

으며, 나아가 건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능하

기 때문에 환경권(제35조)과도 관련이 깊다.

  나. 법적 성격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보건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반

인적ㆍ물적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증진 의료정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위

해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서 ‘보건권’ 또는 ‘보건에 관한 권리’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다. 즉, 동 규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

여 ‘권리를 가진다’는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와 같은 규정형식으로 인해 보건권을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36

39)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설과 판례는 해석론으

로 생명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헌법의 근거규정에 관해서는

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 ②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등에서 구하는 견해, ③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일 뿐 아니라 인

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적 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본권 질서의 논리적 기초로 보는 견해, 
④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구하는 견해, ⑤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직간접적

으로 국민의 의료와 보건에 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정상우, 2009).
4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해석론에 의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파생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

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제37조 제1항 등이 그 헌법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정상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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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은 문언상 국가의 ‘국민보건보호의무’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

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 규정(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를 함께 살필 때에는 국민의 국가

에 대한 헌법상 권리로서의 ‘보건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강경근, 2002)

보건권은 기본권의 하나이며 그 보장은 국가의 보건질서 내지 보건법

체계를 형성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침해하

여서는 아니될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진다. 보건권은 공권력에 의한 건강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측면도 있

지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청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보건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에 한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건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권영성, 1998).

  다. 국가의 보호의무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건

강생활의 침해금지와 보건생활의 침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

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스스로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벌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막아주어야 한

다. 국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

서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단순한 소극적인 침해금지

만으로 만족해서는 아니되고 국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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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나가야 할 의무를 진다(허영, 2008).

우선, 국가에 의한 소극적 침해가 금지된다. 예컨대 국가의 공권력 작

용으로 행해지는 강제적인 예방접종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

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함은 물론, 오염된 상수도에 의해서 국민

보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상수도 시설의 유지에 노력해야

하고, 비위생적인 오물처리 과정이나 시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등은 국가의 소극적인 침해금지의 측면이다(허

영, 이승우).

한편,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

는 행위는 오히려 사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는 소

극적인 침해금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제3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 의무가 요구된다. 비위생적인 식품의 제조ㆍ판매로 인

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고, 마약 때문에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마약

의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무면허 의료행위의 단속, 담배흡연으로부터

타인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금

지하는 조치 등은 국가의 적극적인 건강보호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허

영, 이승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보건권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건

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격리

위주보다는 치료와 사회복귀를 주된 내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권영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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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분야 법령현황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법령은 정책을 담

는 그릇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과정이 법제화 과정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적법성, 투명

성 확보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법제화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법령은 법제화를 통하여 정책의 집행력을 보장받게 되며,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보건의료분야 법령체계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는 최상위인 헌법과 보건의료

분야 기본법인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법이 특성별로 구체화

되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9조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한 다른 법률보다 상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보건의료에 관한 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4장 내지 제7장은 보건의료 관련법 현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다만,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편과 제6장 보건의료 육성ㆍ발전 편에서 관련법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성

하고 있으며, 제4장 자원 관리, 제7장 통계ㆍ정보 관리 편은 독자적인

법률 구성으로 설명한다기보다 보건의료관련법 및 기타 법률 등 많은

법률내에 산재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할 조문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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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

다’는 제7조가 있다.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중첩적으로 개입되는 분야이고, 모든 국민은 성

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제10조). 따라서

개별 국민이 민간부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공부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개입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책 추진

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정책과 연계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주요법령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보건의료분야 법령체계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평생국민건강

관리체계
주요 질병 관리체계

보건의료 

육성 발전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환경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정신보건법

∙구강보건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의약 육성법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화장품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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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률은 필요에 따라 장, 절로 구분하여 조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구분없이 조항만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성상

차이는 조문수의 많고 적음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경우이며, 여기서는 각

개별법의 주요내용을 장, 절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건의료관련 법률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이므

로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의 보칙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

고 있다. 따라서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나.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 체계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

이 지역편중없이 골고루 분포되게 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각 개

별법에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에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신

의료기술 평가, 의료광고, 감독 등 장(절)로 나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41) 일반적으로 법령의 형식 내지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일반법이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령형식을 의미하며, 
특별법이란 특정한 사람·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형식을

말한다. 특별법은 대략 일반법의 적용으로는 새로운 입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구체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입법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내용만을 규정함

과 동시에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강한 법집행력을 수반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특수한 내용을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의 필

요성이 대두된 경우에 일반법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용의 탄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내

용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의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법·특례법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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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 및 한약사(자격과 면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약사심의위원회, 약

국과 조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제조업, 수입허가, 판매업), 의약품

등의 취급(기준과 검정, 의약품의 취급, 의약외품, 약업단체, 의약품 등

의 광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감독 등 장(절)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

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권리

와 의무,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응

급환자 이송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장 구분 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사업,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

립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의 제조 등(제조업, 수입

업, 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 의료기기의 취급 등(기준, 기재사항 및

광고, 취급, 관리), 감독 등 장(절)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

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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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 구분 없이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헌혈, 혈액관리, 특정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혈액검사 등의 장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

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

(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

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통칙,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뇌

사의 판정,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장기등기

증자 등에 대한 지원, 감독 등 장(절)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보건의료기본법은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학교, 산업, 환경, 식품위생ㆍ영양관련 사업

이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

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

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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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국

가건강검진, 보칙, 벌칙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장ㆍ절 구분없이 모성 등의 의무,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

의 신고,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신생아 집중치료 시

설 등의 지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산후

조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

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

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

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아동보호서비스,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건의

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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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노령에 따르는 심

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재활치료 등 기본정책의 강구, 복지 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

력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

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

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

지원 제공의 절차, 복지지원의 내용,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에 관하여 세

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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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 구분

없이 보건시설 설치,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건강검사, 보건관리, 보건교육, 질병예방, 예방접종, 학교보건위원

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

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

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ㆍ절 구분없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보건지소, 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은 환경

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

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

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

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등, 환경 관련 건강피

해의 예방ㆍ관리, 어린이 건강보호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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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

(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

호협력 등, 소비자의 참여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

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ㆍ포장, 표시, 식품등의 공전(公典), 검사 등, 영업, 조리사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등(동업자 조합, 식품공업협회, 식

품안전정보센터),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등의 장(절)로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

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영업, 기준 및 규격과 표시ㆍ광고 등, 검사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판매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심의위

원회 및 단체설립,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등의 장으로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다.

  라. 주요 질병관리체계

주무부처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

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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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을 통하여 특별히 관리

토록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사업, 신고 및 보고,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고위험

병원체, 예방접종,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경비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암관리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

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관리(암관

리종합계획 수립, 암연구사업, 중앙암등록본부ㆍ지역암등록본부ㆍ지역암

센터,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국립암센터(설립, 임원ㆍ이사회, 관리ㆍ운

영) 등의 장(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치매연구사업 등의 장으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

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또

한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

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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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원중인 정신질환

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

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권익보호 및 지원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

고 있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강보

건사업계획 수립,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

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ㆍ절 구분없이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결핵환자관리사업, 결핵검진 및 예방접종, 입원명령 치료 등

의료조치, 전염성 결핵환자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

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 및 보고, 검진,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등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

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

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마

약류의 관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중독자, 감독과 단속 등 장을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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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산업 진흥, 한방의료 육성 등

에 관하여 관련법 제정 등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

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

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 

한약의 품질 향상 등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

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

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

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

고, 농어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

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농어업ㆍ농어

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

립·시행(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수산

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인력의 육성, 농지와 수산자

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 농어업생산구조의 고도화, 농어업·농어촌의 공

익기능 증진,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통일 대비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등 장(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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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

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의 품질관리 등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

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

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계획, 혁신형 제

약기업의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등의 장으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ㆍ절 구분없이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환경기술의

실용화, 신기술인증, 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

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

책,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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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

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은 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

의 제조·유통, 화장품의 취급(기준, 표시·광고·취급,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업 단체), 감독 등 장(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

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고령친화제품등의 품

질향상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바. 기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 등 특수직역 종사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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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관한 규정을 강

화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취약

지역의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

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농

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고 있는 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

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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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의료기본법

1. 기본구성

모든 법률은 총칙, 각칙, 부칙42)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기본법 역시

총칙, 각칙(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

립ㆍ시행,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

성·발전 등,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부칙으로 각각의 장을 구성하고

있다.

  가. 총칙

총칙은 법률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 법률의

법률의 목적과 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총칙부문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ㆍ지자체ㆍ보건의료인의 책임, 환

자·보건의료인의 권리, 정책의 연계,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다른 법률과

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것을 말하며, 해석상 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운용 및 해석지침으로 기능한다. 그리

고 용어의 정의규정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명백히 하여 개념의 내용

적 한계를 규정하며, 국가의 책무규정은 국가 등의 정책의지를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동순위의 다른 법률과

의 충돌시 처리를 위하여 기능한다.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42)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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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법률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

다. 그러므로 각 법률 상호간 또는 각 법률의 개별규정 간에 조화와 균

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

의 충돌을 피하고 법률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한다. 동법 총칙에서 특이

하게 규정한 것은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조항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정

책간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강조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나. 각칙

각칙으로서 제2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강권, 알 권리, 서비스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국민으로서의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권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동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즉, 자

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사회적 기본권43)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정부

시책에 대한 공개청구권과 자기자산에 관한 보건의료 기록 열람권과 치

료방법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

증진 노력과 비용부담,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제3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

43)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

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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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중

앙정부는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

여하고 있다. 

제4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 관련 인력, 시설, 물자, 지식,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강구하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자질향

상을 위한 시책 강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의 발

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5장은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등 보건의료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후술한다.

제6장은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

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분쟁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

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토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

품의 생산·판매자, 즉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보건

의료산업, 한방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의무를 기술

하고 있다.

제7장은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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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정책에

활용토록 하고,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정보의 보급·확대·표준

화를 추진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헌법상 권리인 보건권을 한단계

더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은

동법 제1조가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난다. 

동법의 기본법적 성격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 규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

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제2조).

본 법의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

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



114∙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한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

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제7조 및 제8조).

  나.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건강권(제10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제12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

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제13조) 등을 가지는 한

편,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건강의 보호·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

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 등을 진다(제14조).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

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

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0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

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

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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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

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2조 및 제13

조).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14

조).

  다.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책임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

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

택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 제2항). 한편,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

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

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

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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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

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보

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

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

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

리 방안,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보건의료발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17조).

  마.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

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아울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

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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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6조 및 제27조 제1항).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

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모든 보건의료

인 사이에 협동관계를 형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

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부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마련

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이

상돈). 민간주도형 의료체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의료서비

스의 상품화, 영리성 추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하에서 형평성 추구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부문이 우세한 한국의 현실에서

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공공 및 민간의료 부문간의 균형적인 적정혼합

과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옥륜). 보건의료기본

법 제27조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와 민간보건의료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

으로 양자간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

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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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그리고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9조). 또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제30

조).

2)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

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여기에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과 질병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

생 예방과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등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제32조 내지 제34조). 그리고 학교

내 학생의 건전한 발육지원과 건강 보호ㆍ증진 및 건강한 성인으로 성

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활습관ㆍ정서 등 함양,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증진 등 학교ㆍ산업ㆍ환경 보건의료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

식품위생ㆍ영양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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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주요질병관리체계

국가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39조). 여기에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의 방지,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 예방과 함께 감염병환자 및 만성질환자(말기질환자 포함)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한 시책이 포함된다(제40조 및 제

41조). 아울러,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지원,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정신ㆍ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42조 및

제43조).

  아.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하며(제44조), 노

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과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제45조). 그리고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보

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1조 및 제52조).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

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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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6

조). 그리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47조).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

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8조 및 제49조). 또한, 외국정부 및 국

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50조).

  자.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

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

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도록 하고 있다(제53조, 제55조, 제56조) 아울

러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고,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

토록 하고 있다(제56조 및 제57조)



제4장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121

제3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쟁점과 법령

1.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논쟁

일반적으로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

이고 개별적인 현실에서의 사실관계와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

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명령(시행령) 및 규

칙(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규정하기도 하고, 유권 해석(입

법 행정 사법적 해석)을 통해 법조항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 상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의료법 및 약사법의 경우 전문직역간 허용

및 미허용 영역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 및 다른 법령과의 관련성 등을 두고 전문 직역간 쟁점을 발생시키

고 있다.

  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영역에 대한 쟁점

현행 의료법(법률 제10609호)은 제27조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료인 면허가 없거나 면허종별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제87

조). 여기서 의료인은 동법 제2조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

산사, 간호사 등 5개 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면허범위 내의 합법

적인 활동 영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행

위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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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4-1). 

〈표 4-1〉의료인 및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주요 조항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

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여 모두 국가의 공식적

인 의료영역으로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존재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방의료의 성격과 범위를 둘러싼

직역간 논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 7월 개정된 한

의약육성법(법률 제10852호)에서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

방의료행위’까지 확대된44) 것을 계기로 한의사의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 의사의 IMS 및 IPL 시술,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등이 최근 직역간 갈등 영역으로 부각하고 있다.

44)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로 정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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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의 의료장비 활용 허용 문제

의-한의간 전통적인 면허 범위의 영역을 뛰어넘어 치료 및 소비자 편

익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의학’이 강조되면서 한의사가 현장에서

의료장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소위 ‘CT 판결’이라

는 사법적 해석 및 유권해석은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서 한의사의 CT

기기 활용을 통한 진단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며45), 이후 몇 차례 진행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CT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의

외연 확대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의료기

구 기기의 한의사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안은 앞으로 진단 검사용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치료용 의료기기의 활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소

지를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판단기준은 행정법원 판례(2008 구합

11945)의 기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46), 한의학적 근

거를 통해 시술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

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의 판결결과를 적용하여 사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

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진료의 과학화와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

라 의료장비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진료에

45) CT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
17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12.2.23 선고 2009
헌마623 판결)

46)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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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초음파 진단기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

대화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학육

성법에서도 한방의료행위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방진료의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진찰행위는 의사의 진

료행위이며, 한의사의 경우 현대적 진단기기에 대한 교육이 없거나 미흡

하여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표 4-2〉재판부의 서양의학과 한의학 특성 비교

구분 서양의학 한의학

학문특성 분석적 종합적

학술사상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 주관적, 직관적, 전체적

학문구성 실험과학 자연과학의 원용

인지
해부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이화학적 

방법
생명, 기(氣), 소우주

탐구대상 물질적 조직탐사 생체현상의 관찰

질병관

질병이란 인체의 특정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치료도 그 

부위에 행함.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

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러 증

상이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어 

자각증상만으로 질병의 증후가 충분

함.

진단

해부, 조직, 생화학의 이론을 기초로 

생화학, 내분비, 면역, 유전자, 방사

선 등의 검색

오장의 5기능계이론과 12경락이론을 

기초이론으로 시진 및 8강으로 검색

자료: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2005누1758(2006. 6)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논쟁은 의료법의 ‘입법불비(立法

不備)’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음으로서 각 사안별로 행정부 또는 사법

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진단 검사 치료행위

가 더욱 세분화되어 갈수록 직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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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을 통해 한의약의 외연이 확장된 상황에서

두 법의 상충 여부 역시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모든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법령 속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

겠으나 우선 정확한 현황분석(예를 들어 한방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의료

기기)을 통해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갈등 조정을 도모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의료법에 의료행위 또는 면허범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포함하는 방안 또는 의료기기의 분류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신의료기술: 의사의 IMS 사용 여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근육내 자극요법으로서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근육 내를 자극, 탈감작(脫感作)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자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법을 의미한다. 

IMS는 시술대상 및 시술목적, 시술관련 기구, 치료 원리에 있어서 한방

의 ‘경혈침(經穴針)47)’과 유사하여 IMS가 신의료기술의 일종으로서 의

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사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IMS가 한방의 침술과 동일한 한방의료행위로서 신의료기술로의 인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IMS가 새로운 의료행위로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의 법적 판단 역시 대상이 다소 모호하여 직능단체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하여 면허밖 의료행위

라는 판단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

결(2011. 5)은 해당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전통침술행위이므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었으나 IMS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47) 경혈침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건강보험요양급여분류번호, 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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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

는 것으로, 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으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4-3〉IMS 판결에 대한 단체별 해석

대법원 판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해당 시술행위는 한

의학의 전통침술행위

이므로 해당 처분(의
사면허자격정지)은 

적법

∙해당 판결은 시술행위에 대한 판

결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

르다는 것을 확인

∙IMS는 신의료기술에 해당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한의사

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한방

의료행위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IMS는 한방의 침술과 동일한 

한방의료행위

IMS와 관련하여 한의사의 IPL(잡티제거술) 시술이 함께 쟁점으로 다

루어질 수 있다. 법원은 IPL의 한의학적 원리를 인정하여 한의사의 IPL 

시술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치료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한의학적 원리만으로 IPL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방의료행위의 일환으로 IPL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적응증, 유

효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당연히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S와 IPL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범위 문제는 전문영

역간 업무범위가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

서 앞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질병치료를 위한 통

합의학적 접근이 강조되고, 의료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다양한 의학

적 한의학적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IMS 시술에 대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위원 구성상(대한의사협회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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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한한의사협회 추천 2명) 의사결정 과정의 형평성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에 속하는 인력으로서 온열치료, 전기치

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

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그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

조의2) 현행 법체계에서 합법적인 물리치료사의 활동은 의료기관에 물리

치료실을 갖추고 의사의 지도 하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한의간 쟁점은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

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결합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주어져 있는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한방물리

요법이 시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물리치료란 현대의학 이론

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감독권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48).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상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으므로 물리치료사가

48)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관련 헌법소원(2011헌마552)
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다.



128∙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없이 한방물리치료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은 최근 직역단체간 갈등을 빚은 한의원

에서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유권해석과도 관련되어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은 물리치료사의 지휘권 및 채용이 불가능한 한방의료기

관에서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수동적 종속적인 관계에서

진료보조가 가능하다는 취지였으나, 물리치료사협회 및 의사협회는 이

행위가 단순한 업무보조행위가 아닌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침해한 행위이

며,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표 4-4〉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로 유권해석한 기기 중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는 

표피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한방물리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다(2011. 3. 15)

4) 천연물신약 처방권

‘천연물신약’은 2010년 정부의 의약산업 육성 차원49)에서 전략적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양한방 공동의 산물로서 현재 7종50)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제약사에 의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나 의사들만이 처방권을

갖고 있어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49) 화학 합성물이나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의약품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으나,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10년간 5,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신약개발국 7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50) 천연물신약은 현재 조인스정,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신바로 캡슐, 레일라정 등 7종이 개

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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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현재 7종에 불과하지만 60여종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은 의사처방영역이며, 한약

의 처방․조제 내역서의 작성․발급․보존 등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의

마련 없이 한의사가 이를 처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

부분의 의약품이 천연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므로 천연물에 대한 한의계

의 독점적 권리 주장은 모순된 것이며, 천연물에서 효능이 있는 성분을

추출해내고 이를 임상실험을 통해 밝히는 것은 모두 의학적 방식이기

때문에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의사만이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의사협회에서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

용하여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으로 약사법 상 한약제제이므로 한의사의 처방범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비판하며 지난 10월부터 전

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그들은 ‘시판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대부

분은 한의사들이 조제해오던 한약을 캡슐에 담거나 알약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신약이라는 이름 하에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

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협

회 모두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확정안이 나오기 어려운 이상 협회 간 갈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51) 

  나. 간호행위 및 간호인력에 관한 쟁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쟁점은 기본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51) 김경미(2012.12.9). [이슈 인사이드] 바람 잘 날 없는 의료계 영역 다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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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과 1999년 간호등급제 도입에 따라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대체(정원 인정)를 요구하면서 비롯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발생하

고 있는데, 첫째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허용과 간호조무사 자

격관리제도의 도입이며 둘째는 간호조무사 양성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

다.

1)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허용 문제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특수

병원(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를 허용하면

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진료보조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가가 두

단체의 쟁점이 되고 있다.

〈표 4-5〉간호행위에 관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 주요 조항

○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

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유권해석

  －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①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

혈 등 진단보조행위, ②피하, 근육, 혈관 등 주사행위, ③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및 병동/진료실에서의 소독, 마취, 혈관로/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치료보조 행위, ④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

위, 단, 간호사 가능 업무 중 동맥주사, 카복시주사 등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서는 간호조무사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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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마련을 위한 협

의체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이

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간호조무사 명

칭 변경 및 복지부 면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12. 

. 8. 7, 양승조 의원)이 발의52)되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간호협회는 학원 중심의 간호조무사 양성과 그에 따른 질관리 부재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수행 및 간호사 대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규정 준수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명확

한 업무 분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위의 의료법 개

정안과 같이 병원급 간호등급제 내 간호조무사의 간호자 대체, 간호조무

사 명칭 변경, 시 도 자격에서 복지부장관 면허로의 변경, 면허신고제

도입 등 지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 간호인력 양성체계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

력 소지자로 국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

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간호조무

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2011년 7월

에는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신설할 것을 법제처 및 교육

과학기술부에 문의한 후, 실제 신입생 모집을 개시했던 전례도 있다.

52) 의료법 개정안은 첫째,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둘째, 현재 시 도

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전환, 셋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주기적인 신고의무

(면허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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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문제는 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에 있어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양성 교육기관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간호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단체별 입장에 따라 반대 및 보완 의견을 제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6〉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규칙 개정(안) 및 단체별 입장

현행 개정(안)

규칙 

개정(안)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

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

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교육

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

정을 이수한 자.
 1. 간호 특성화고, 2. 평상교육시

설, 3. 국공립 양성소, 4. 간호조무

사 양성 학원

단체별

입장

간호조무사

협회

∙간호조무사 처우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을 통

한 간호조무사 양성 필요 주장

간호협회
∙전문대학(3년제) 간호사와 전문대학(2년제) 간호조무사 간 양성과정

이 유사해짐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 우려

간호특성화

고교

∙간호조무사 직종까지 대학 교육으로 양성하는 것은 ‘정부의 고졸 학

력자 취업장려 정책’과 배치

간호학원
∙간호보조인력 양성시장을 침탈하는 것으로 생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500여 학원의 생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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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재편

현행 의약분업 제도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200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의사 약사 간 직능을 명확히 하

는 환자치료중심의 제도로서 그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조제) 

내지 제30조(조제기록부)와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두고

있으며, 약사의 조제권 및 의사의 진료권은 각각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

해 면허제도로서 보장하고 있다(송기민, 2012).

의약분업은 이미 1963년부터 약사법에 명기가 되었던 사안으로서 그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추진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제

도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의료계와 약계 및 제약업계와 병원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9년 시

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의약분업시민대책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소위

5 10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실행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물론 이후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되면서 의료계의

파업을 겪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남기고 있다.

의료계의 폐파업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행

된 의약분업 제도는 시행 10여년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평가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두고도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제기

되는 등 여전히 사회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항

생제 사용량’ 감소를 보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송윤경 외, 2011; 윤지웅 외, 2011), 이

를 순수한 의약분업 제도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도

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불편 등에는 악영향을 미

쳤다는 해석도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정상혁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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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대립은 본격적인 제도가 시작된 2000년에 비해 지

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주요 항목별

로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의약분업 제도 시행 초기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대립 사항

항목 의료계 약계

실시시기 단계별 실시 전면 동시실시

대상기관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병원협회는 병원 제외 주장)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약품분류 처방약, 비처방약, 슈퍼약 전문 및 일반의약품

주사제 포함여부 제외 포함

대체조제 허용범위
의사의 대체조제 허용에 의해서

만 가능

성분명 처방에 의한 광범위한 대

체조제 허용

일반의약품 판매 30알(또는 7일치) 판매 자유판매

약사의 조제기록부 의무적 작성 의무부과 반대

성분명 처방 상품명 처방 성분명 처방 허용

자료: 조병희(2003)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과 관련 법령 상에 규정된 의약분업 제도 내 운영상황(처방권 2매

발행 의무화,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등)에 대한 논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논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현장에서 반영되어 시행되기 위

해서는 현행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조

항들의 실효성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첫 번째 논점인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은 의약

분업 제도의 성격을 완전히 변경시킬 것인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현재 의약분업 제도는 강제분업이면서 완전분업53)인데, 이와

53) 강제분업은 법령에 의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이며, 반대로

임의분업은 환자가 의사나 약사를 선택하여 조제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이다. 또한 완전

분업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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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1)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 가중 2) 총진료비 및 급여비용 증가, 약제비 급증 등을 지적하면서

강제분업의 폐지 또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54). 

만약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약분업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 강

제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 투약하

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원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는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에 따라 의약분

업 제도의 ‘처방권은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라는 근본취지는 유

지하되, 환자로 하여금 병원 내 또는 병원 밖 약국 중에서 조제를 희망

하는 장소를 선택하게 하여 환자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강제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약분업의 당초 취

지를 살리고 그동안의 사회적 투자가 매몰비용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강제분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의약분업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제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점

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사-약사-정부-시민단체 등

의 갈등을 빚어왔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전 공개에 따른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

나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실행한 조사에서 의사들의 처방전 2매 발

행 비율은 28.9%에 그쳤으며(조재국 외, 2001), 이후 36.2%(조재국 외, 

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며, 반대로 부분분업은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의사와 약사가 임의로 처방,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4) 곽성순(2010.7.27). 의료계 “이젠 선택․직능분업으로 바꾸자”.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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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진료현장에서 처

방전 2매 발행 준수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아울러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약분업 제

도의 세부 실행조치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이었

다. 현재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매우 부진한 상태로서, 의료소비자

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구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는 고가의 처방전

명기 의약품으로 청구하되 실제 조제에서는 저가의 약으로 교부하는 허

위청구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지적(송기민, 2012)도 나오고 있다.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급은 의료계와 약계의 해묵은 논쟁

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

회를 통해 두 사안에 대한 중재를 시도할 것임을 발표한 상태55)로서 향

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참고로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해결원칙으로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분

야에서 통용되어 왔던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를 대신하여 소비자

주의(consumerism)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즉, 

좀 더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경우, 환자의 알

권리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처방전 2매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 기록

등은 모두 의미있는 제도 개혁이 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유명무실화되어 버린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 등

제도운영과 개선에 대한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하다.

55)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1110
   100111310006084&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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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

법령의 적용이란 측면에 있어서 담배사업규제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는 국제협약인 「담

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

l)」의 국내적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WHO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FCTC는 구속력있는 국제문서로서,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

일 협약에 서명하였고, 2005년 5월 16일에는 비준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다자조약 제1743호). 따라서 우리나라는 FCTC를 준수하는 한편

FCTC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 정책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약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

느냐가 논쟁이 된다. 물론 우리 헌법은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약협약협정 규약의 국내 효력에

대해서는 그 관계와 수용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송기민, 2012).

11개 장과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FCTC는 담배규제를 위한 담배공급

수요 감소조치, 가격 및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 담

배제품 성분, 담배포장 및 라벨, 담배광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FCTC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법령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9조의2~4

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금연구역의 운영,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

우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FCTC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 경고그림의 부착과 담배가격정책의 시행

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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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고그림 부착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문구는 전통적으로 많은 국

가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비가격정책이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와 담배의존성 문제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줌으

로써 금연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경고를 부착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담배포장에 부

착된 경고문구나 경보는 흡연자들의 주의를 그다지 끌지 못하며, 따라서

금연욕구 제고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반면 캐나다, 싱

가포르, 브라질 등 사진이나 그림을 담배갑에 부착하여 경고하는 국가들

은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한다(서홍관, 201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을 규정

하면서 협약 가입국들이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담배사용의 유해성

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 또는 기타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

하도록 하고 이 경고문구는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을 포함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11조제1항은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항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반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는 흡연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문구와 담배의 성분에 대한 정보제

공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진 또는 그림의 형태까지는 아직까지 규정하

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금연운동 단체들

은 FCTC를 준수하여 담배에 경고사진 또는 그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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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담배포장 경고문구 관련 조항

법령 내용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2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

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

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FCTC 
제11조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다음 각호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를 채택․시행한다.
나.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

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

며, 기타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문구 및 전

달문구는 다음 각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권한 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

(2) 문구의 교체  

(3)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4)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

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의 30% 이상 차지  

(5)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이 가능

 

  
○ 금연운동 단체 입장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가간에 합의를 한

보건부분 첫 번째 국가간 협약으로, 담배에 경고그림 혹은 사진을 도입

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림경고

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글자로

된 경고문구보다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와 담배의 의존성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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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입장56)

담배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겠다는 것은 흡연자들을 열등국민으로 취급

하는 정책이며, 흡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중적인 기호품으로서의 흡연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담뱃값

경고 그림을 이미 도입한 캐나다와 브라질 등에서의 조사결과 경고그림

도입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것을 근거로

정책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2012.9)에 따르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그림을 게재하되, 구체적인 그림과 사진은 하위법령을 만들

때 준비할 계획이며 이는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는 담뱃값의 앞면, 옆면, 뒷면 50%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림을 부착하도록 하며, 50% 중 3분의 2는 경고그림, 나머지는 경고문

구로 구성토록하며, 간접적으로 경고 문구나 그림을 가릴 경우를 대비해

시행규칙에 이를 방지토록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담배가격규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는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담배제품에 대한 가격 및 조

제조치가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 감소에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담배제

56) 국회보 2012년 12월호 기사(2012.12.07). 담뱃값 경고 그림 표기 반대-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훼손하는 인격권 침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23&oid=358&aid=000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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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조세정책 및, 적절한 경우에는 가격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흡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도 담배가격은 물가를 고려한 상황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57)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율 제고를 실행할 사회적 필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에서

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신윤정, 2005)와

함께, 담배가격 인상의 단기 효과를 측정한 연구(이진석, 2005)에서도

본인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인상된 담배가격이 흡연 중단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담배가격 인상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

히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이 이루어진 이후 흡연율

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가격정

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흡연율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여

성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흡연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효과적인 금연 효

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7〕우리나라 흡연율 추이

5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08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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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흡연 억제 및 FCTC 협약 준수 차원에서 가

격정책을 적극 활용, 담배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5,000원으로 2배 인

상할 것을 추진할 것을 발표(2012. 9)하였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가격정

책의 실효성 보장과 세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세

금 및 부담금에 대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연동시켜 책정하도

록 하는 법안과 모든 담배의 종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기

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표 4-9〉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의원입법 현황

해당 법령 제안자 개정 내용

국민건강

증진법

이만우

의원

(2012. 7)

(신설) 제23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

과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

록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한 가격변동지수를 반영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음 연도에 적용될 부담금은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부담금

에 가격변동지수(1+소비자물가상승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각 연도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국민건강

증진법

이학영

의원

(2012. 11)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

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354원 (현행 동일)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현행 동일)
3. 파이프담배: 50그램당 635원

4. 엽궐련: 50그램당 1,805원

5. 각련: 50그램당 635원

6. 씹는 담배: 50그램당 723원

7.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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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 규제에 대해서 금연운동 단체들의 경우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담배소비자협회 등은 가장 효

과적인 금연정책은 오히려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 등 비가격정책이

며,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상

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58).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긍정

적인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국민부담 증가와 담배재배 농가

등에 대한 피해 등을 이유로 인상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담배규제 관련 법령의 일원화

담배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일원화하여 단독 법령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송기민, 2012). 즉, 국민 건강 및 생활 전반과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

증진법의 일부 조항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독립적

인 법령을 제정하여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 광고, 판매 및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상일, 2007). 독립

적인 단독 법령이 마련될 경우 중복되거나 산재되어 있는 담배규제 사항

들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조항들의 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관리의 체계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문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습관 서구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

58) 이투데이(2012.9.19). [이율배반적인 담배정책(下)] 담뱃값 인상에 웃는 복지부와 담배회

사?.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3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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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

정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의 건강증진정책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 치우친

건강증진서비스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화된 국민들의 욕구 충

족과 급속히 증가하는 만성질환 유병율 및 국민의료비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간 부문의 자원과 역량

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

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

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2010년 건강관리서

비스법안 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을 고려하여 2011년 이를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처리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은 개인의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므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등 질병 부담을 줄이

는 동시에 국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취지라 할 수 있다(이상영 외, 2011).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는 [그림 8]과 같다. 먼저 건강검진을 통

해 건강위험도를 측정하고, 대상자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구

분한다. 이 가운데 질환군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가 적용되어 우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건강주의군과 건강군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히 건강주의군에 대해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다양한 형태(u-health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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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0),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설명자료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법안 제정 초기부터 다양한

쟁점을 불러 왔는데, 특히 의료계로부터는 의료서비스로부터 건강관리서

비스를 분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범위 문제가 제기되

었으며, 시민단체들로부터는 공공의료의 포기 및 의료민영화의 도입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59). 이를 사안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분리

먼저 의료서비스와 건강서비스를 분리한 것이 의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질은 질병의 발생

과 자연사에 대한 개입이 주요 내용이 되는 명백한 (예방적)의료서비스

이기 때문에 비용/효과를 고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행해져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인을 배제한 법률로 평가하였

다.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의

의뢰라는 제공 체계 역시 ‘기관 분리’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의

59)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51731&MainKind=A&
    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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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한 법안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

사 등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하는 방

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중엽박병주, 2011).

○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을 전체인구집단에서 개인으로 전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그 대상과 목적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

건법과 중첩되거나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

사항 중 하나로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관리

서비스법안에서는 그 책무를 취약계층에게 한정하는 소극적 입장으로 축

소함으로써 적지 않은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에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서

비스 시장 전체를 시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주체를 민간에 허용

위와 유사한 논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의무를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

라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국민 개개인에게 개별 부담

을 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

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개입할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개인의

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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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건강관

리서비스 제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민간보험회사 개설 제한, 개인건강정

보 보호 강화 등을 보완하여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표 4-10). 또한 정부는 2012년 동 법안을 ‘건강생활서비스

법’으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건

강생활서비스법을 의료영역의 산업화와 자본화를 초래하는 민영화 전략

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건강관리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의 참여

를 제한하지 않으면, 민감한 개인질병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야기할 우려

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의 국회 통과에는 여

전히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표 4-10〉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보완 사항

①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 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므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②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③ (유사의료행위 우려 근절)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

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④ (국가․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5.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 및 활성화 방안 

정부는 2000년 1월 의료공급 측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보건의

료기관의 보완 및 견제를 위하여 공공병원 확충,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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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법률 제9847호) 을 제

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공

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공공보건의료 여부의 판단기준

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은 의료서비스의 성격이 아닌, 의료공급기관의

‘소유주체 혹은 개설주체가 공공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

쟁을 불러왔다. 우선 소유 또는 개설주체에 따른 구분은 매우 협소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공공성을 오히려 축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즉, 의료서비스의 성격은 공공의 영

역으로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체에 따라 이를 민간 영역으로

분류할 경우 의료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公共善)’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8.2%수준(2010

년 기준)으로 OECD 평균(72.2%)에 비해 낮고, 의료기관 및 병상 등에

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준은 효율

적인 공공의료체계 발전을 저해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기능을 오히

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

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폭넓게 재정립하는 공

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였고, 2012년 2월 법안 통

과 이후 2013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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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공공보건의료’ 정의 변화

구분 현행법 개정안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

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
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

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

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

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새로 발효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정의와 대상, 

주요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를 국 공립이라는 ‘설립 및 소유주체’의 관점에서

‘기능’관점으로 재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

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

료서비스 공급의 절대 다수를 민간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

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와 재정으로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

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

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50∙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표 4-12〉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지원 방안

구분 기존 법률 개정 법률

의료취약지

지정

- 분만취약지 등 사업별로 개별

적 기준에 따라 지정·지원

∙2년 주기로 의료자원의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

지정기준 - 사업별로 상이

∙인구 수 등 보건의료 수요, 의

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

정

∙일반적인 의료취약지, 분만취

약지 등 특정분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 가능

지원방안

- 전반적인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사업별 정의에 따라 각각 지

원

∙의료취약지에 ①보건의료 인력 

공급 지원, ②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비용 보조 가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지원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

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지원

둘째, ‘의료취약지’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년마다 의료자원의 분포

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

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역에는 거점의료기

관을 지정하여 인력 공급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이

용의 형평성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함으로써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질을 제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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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료계병원계와 시민단체들

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 역시 존재한다.

○ 의료계 및 병원계

의료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보건의

료’ 자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특

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및 예방, 민간

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국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진료비와 약

제비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는 민간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60). 따라서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의

료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진료 및 예방’으로 제한하고 진료 분야는 민간의

료에 위임·위탁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

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실제 현재

공공병원에 비해 민간중소병원들이 공공의료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

음에도 국가적 지원은 공공병원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

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입법 목적인 ‘공공보건의료의 강

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60)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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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부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였고, 이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렛대61)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민의 의료이용

행태와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은 취지대로 실현된

다면 서비스접근성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치겠

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공공

성 보장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으로 이번 법 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이 민간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 감독, 평가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개정 법안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인 지역 주

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등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6.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

일반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말한다. 경제

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현

61) http://www.chsc.or.kr/xe/?document_srl=8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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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우선 의

료기관의 개설주체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

자기관 등 공공기관 의료법상 설립되는 의료법인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기업 등 영리법인은 직

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개설자를 제한한 현

행 의료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구

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해당 법인의 이익을 그 구성원에

게 분배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으로 되돌려주느냐의 여부이다(임금자, 

2009).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

하였다.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

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고급화하고 고

용창출과 수익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체

계의 근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확대시키고 나아

가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를 유발할 것이

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2건의 보고서62)는 단일 결론을 도출

하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논쟁에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시민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

게 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62)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측면에

서 찬성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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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영리의료법인 찬반 입장

찬성 유보적 찬성 반대

근거

∙경제성장동력 확보

∙고용 수익창출

∙자본의 투자처 확보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

보 및 연관 산업 발전

∙공급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의료의 상업성 제고

∙서비스 경쟁력 제고

∙연관 산업 발전 도모

∙해외환자 유치

∙의료의 공공성 약화

∙의료비 급증

∙의료소비 및 의료체계

의 양극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정책의제

∙영리병원 도입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네트워크 구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의 신중한 도

입

∙다양한 투자요인 방안 

마련

∙제반 규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유보

∙영리병원 도입 반대

∙민영의료보험 반대

∙공공의료 강화

∙당연지정제 유지

주장단체
∙기획재정부

∙병원계(일부 의료계)
∙재계, 금융계, 보험업계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자료: 이만우(2009)

많은 국가들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발전하는 계기로 작

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결과가 제시되

기도 한다(삼성의료경영연구소, 2005).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

한 의료접근성 개선은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리의료법인이 지역적 한계(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를 넘어서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평적, 수직적 분화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형병원-중소병원-의원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전달체계는 수직적 분화가 여전히 미흡하고 의료자원의 공급과잉

을 지적받고 있어서 전면적인 경쟁체계의 도입은 특히 취약한 일차의료

기관들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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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진료과목간 양극화는 불균형이 지적

받는 등 수평적 분화 역시 미진한 상황에서 영리성의 강화는 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간영리병원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중 상당부분을 아웃

소싱하고 고임금 직원을 퇴직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경험

했던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임금자, 2010),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

른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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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규범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가

지고 있는 규범으로서, 사회 생활 가운데 개인간 또는 집단간 관계 설정

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법이 추

구하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 법의 ‘이념’은 시대적 상황과 사

회정치적 상황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요소들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

는다. 그러나 개인간 집단간 관계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 복리와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성원들이 합의한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法治主義)’는 불가피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분

야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의료

인’으로 대표되는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영향력, 자율성과 정보독점성이

큰 영역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전문가집단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면허’라는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보건의료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의약분업 제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의 삶의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영역이란 점에서 원칙적으

로 그 어떤 사회 영역보다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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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현실에 보다 적합한

법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령의 형태로 담

아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노력과 아울러 계층과 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 전체의 편익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보

건의료서비스가 발전해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

서도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법적 이념과 철학에 바탕을 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제 개정되는 보건의료 관련 실정법들

은 이해당사자의 갈등 해결의 기준을 획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법의 형태로 담아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정책지향적 법

률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조형원, 

2012), 이러한 법령 개정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즉각적으로(ad hoc) 

대응하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행정중심적인 법령 내용이 되거

나 필요에 따라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서 조항간 상충중복의 문제

로 나타나기도 한다63). 

63) 이러한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법령에 ‘법정책학적’ 접근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법정책학은 법해석학, 법사회학, 법철학 등 법학의 제반 학문적 도구를 ‘학제

적으로’ 활용하여 입법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 요인으로서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요소들을 분류하고, 법철학 법이념적 요인으로서 여기에 개별

하부구조 요소들이 가지는 이념성과 보건의료 전체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보건의료 법규

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체계의 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조형원, 2004; 조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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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해당사자간 갈등 양상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데, 보건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직역간 갈등 양상을

보면 관련 법령(의료법 등) 조항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란

특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의료행위’, ‘의료

인’, ‘면허’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또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반복되

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

론장(public sphere)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관련된 법조항

에 일정한 구체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배경고그림이나 담배가격에 대한 규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이나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생명윤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결과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국민 편익의 최대화라는 원칙 하에서 법 제도의 개선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2012. 5) 개정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

품 13개 품목을 편의점 등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 논쟁이었던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에

서의 판매’를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련 이해당사자를 꾸준히 설득하여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가 입

법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시(告

示)에 규정된 사안들 가운데 정책적 중요도가 높고 국민들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비중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입법화하여 포함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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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입법화는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경성화(硬性化)하

는 것이므로 급속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으나, 중요한 정책적 사안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 당국의 책무성을 높인

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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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 장해 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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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 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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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 중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 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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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 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 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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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 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 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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