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7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  근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결에 한 비  -

명  순  구**

▶목 차◀

[사안의 개요]

[평 석]

Ⅰ. 문제의 소재

Ⅱ. 약제비 환수의 행과 법환경의 변화

1. 서 설

2. 의약분업제도 시행 의 상황

3.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의 상황

4. 평 가

Ⅲ. 요양 여기 의 법  의미

1. 서 설

2. 요양 여기 의 규범취지

3. 요양 여기 의 법  성격

Ⅳ. 요양 여기  반행 와 불법행 의 

성립 : 정

1. 서 설

2. 귀책사유 요건의 단

3. 법성 요건의 단

V. 결   론

[사안의 개요]

요양기 이 요양 여기 1)에 반하여 원외처방 을 발 하여 그 처

방 에 따라 약조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약국에 약제비에 한 요양

여를 지 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처방 을 발행한 요양기 으로

부터 요양 여기  반 부분에 한 약제비2)를 환수해 왔다. 오랜 기간 

   * 이 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주최 제11회 심평포럼(2009. 2. 19. 

고려 학교 100주년기념  국제원격회의실)에서의 주제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1)  요양기 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건강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고시한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요양 여기 ’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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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이루어진 이 행은 요양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상당한 시

각차를 형성하여 결국 여러 형태의 법률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와 련하여 가장 길을 끄는 사건은 단연 2008. 8. 28.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이다.3)

원고는 요양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이고, 피고는 국

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연구 상 결에 있어서 법

률분쟁의 발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소속 의사들이 원외 처방 을 발 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건강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고시한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에 반하여 식품의약품안 청장의 허가범 를 

과하여 처방 을 발 하 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에게 요양 여기  과부분을 삭감하

여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 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1.경부터 2007. 7.경까지 원고에게 지 할 

요양 여비용에서 과처방으로 지 된 약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원만

을 지 하여 왔다.

원고는 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요양 여비용  피고가 지 을 거

한 액이 4,106,712,02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액과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 할 것을 소구하 다. 연구 상 결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 다.

   2)  아래에서는 이를 ‘ 과약제비’라고 한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8006 결. 아래에서는 ‘연구 상 결’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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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석]

I. 문제의 소재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 행은 요양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를 형성하여 결국 여러 형태의 법률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와 련하여 가장 길을 끄는 사건은 단연 연구

상 결이다. 이 에서는 이 결에 나타난 쟁 을 심으로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수에 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결은 

요양기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놓고 가장 직

인 형태로 립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미칠 효가 매우 하기 때문이다. 

연구 상 결에는 몇 가지의 법률  분쟁 이 있다. 그 에서도 핵

심은 원고의 청구에 하여 피고측이 제출한 상계의 항변이다. 피고인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과약제비 부분에 해서 차기 요양 여비용에서 상계

하는 방법으로 처방 을 발 한 원고 의료기 으로부터 과약제비를 징

수해 왔다. 피고는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혹은 채무불이행에 기

한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을 하 다. 이 에서는 두 가지 항

변  자에 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원고의 행 가 피고에 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하여 연구 상 결은 특

히 법성 요건을 들어(즉 원고의 행 에 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유를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의 입장은 과연 정

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물음에 한 답은 부정 이다. 이 

은 이와 같은 결론을 논증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하여 과약제비 환수의 행  법환경(특히 의약분업제도)

의 변화(II)  요양 여기 의 법  의미(Ⅲ)를 악한 다음, 피고측의 불

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항변의 타당성(IV)의 순서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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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한다.

Ⅱ. 약제비 환수의 행과 법환경의 변화

1. 서 설

과약제비 환수에 한 법률분쟁의 근본원인은 그 법  근거에 있

다. 이 문제는 의약분업제도의 시행과 하게 련되어 있다. 다음에서

는 상황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 후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의약분업제도 시행 의 상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은 

자 는 보험 여비용을 받은 요양기 에 하여 그 여 는 여비용

에 상당하는 액의 부 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 으로부터 과약제비를 환수하 으며, 

이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법  근거로 하 다. 이 조치

에 해서는 의료기 으로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도 그

럴 것이 의약분업 실시 에는 의료기 이 진료와 조제 두 가지를 겸행함

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과약제비를 지출하도록 한 원인제

공 주체와 보험 여비용을 지 받은 주체가 동일하 기 때문이다.

3.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의 상황

2000. 7.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과약제비를 지출하도록 한 원인제공 주체(즉 원외처방을 한 의료기 )

와 과약제비에 해당하는 요양 여비용을 지 받은 요양기 (즉 약국)이 

달라지게 되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병원은 병원 로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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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에 요양 여비용(진찰료 등)의 지 을 청구하고, 약국은 약국 로 요

양 여비용(조제료 등)을 청구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

의 청구내용을 살펴 부당한 과잉처방 여부를 단하는데, 비록 당해 처방

에 따라 조제가 이루어진 약국의 약제비청구가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약국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방 에 따라 조제’를 하 기 때문에 건

강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할 수는 없고 청구한 액을 모두 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잉처방된 부분에 해서 차기 요양 여비용에

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방 을 발 한 의료기 으로부터 과약제비를 

징수해왔다. 그리고 근거를 여 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구

하고 있었다.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의 이론틀 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과약제비 환수의 법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과약제

비를 수령한 것은 약국이지 의료기 이 아니다. 의료기 은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  사이에는 부당이득반환 계

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

에 한 과약제비 징수처분을 무효로 단하 다.4)

4. 평 가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문언은 물론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 에 한 과약제비 징수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 에 한 과약제비 징수처분이 무

효라는 것과 구별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의료기 이 요양 여기 에 반

하여 부 한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발생시켰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만약 의료기 의 부 한 원외처방행 가 국민보

험공단에 하여 민법상의 불법행 를 구성한다면 국민보험공단으로서는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의료기 에 

과약제비의 환수를 주장5)할 수 있을 것이다.6)

   4)  서울행정법원 2004. 6. 1. 선고 2003구합20449 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5. 선고 

2004구합18108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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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양 여기 의 법  의미

1. 서 설

연구 상 결의 사안에서 법률분쟁의 발단은 원고가 요양 여기 을 

반했다는 것이다. 요양 여기  반행 에 하여 어떤 법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한 선결문제로 요양 여기 의 

규범취지  법  성질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2. 요양 여기 의 규범취지

(1) 의료보장제도의 기  : 사회보험 체제

연구 상 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요양 여기 의 규범취지를 악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재원조성의 방식을 기 으로 분류한다면 보험

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운 되는 조세방식과 달리 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로 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법기술  측면에서는 보험

계약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 경제  효과는 사회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

다 보니 법기술과 경제  효과 사이의 긴장 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표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의료기 을 포함한 요양기 과 건강보험공단

의 법률분쟁은 부분 와 같은 긴장 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5)  같은 취지: 박동진, ‘부당발 된 처방 에 의한 의료기 의 약제비반환의무 - 서울행정

법원 2004.6.1 2003구합20449 사건을 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4. 6.), 한국의료법학회, 19면.

   6)  이것은 이 의 핵심논 으로 ‘IV. 요양 여기  반행 와 불법행 의 성립: 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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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  것이 2003. 10. 30. 헌법재 소 결정이

다.7) 건강보험제도 련 법령의 주요내용에 하여 행복추구권 혹은 재산

권 침해 여부, 평등권 침해 여부, 법률유보의 원칙  포 임입법 지원

칙 배 여부 등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 헌법재 소는 청구를 기각하 다. 

특히 재정운 원회가 국회의 입법 없이 는 포  임에 의하여 구

체  보험료액수를 결정하게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을 통령령이

나 공단의 정 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  포

임입법 지원칙에 배된다는 주장에 하여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시하 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반  체계와 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범

와 한계를 객 으로 충분히 측할 수 있고, 한 보험재정에 한 

사실 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상되므로 보험료율 는 

등 구분·등 별 액의 규율을 통령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 에 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계당사자의 자유가 순수하게 보장되는 역이라기

보다는 사회연 를 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계당사자의 자유

가 제한되는 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령 의사의 의료행 도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의사의 의료행 의 

정당성을 단하는 기 으로서 의학  타당성만이 부가 아님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개별 ·고립  계에서만 본다면 의학  타

당성만을 기 으로 의료행 의 정당성을 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러나 행 건강보험제도를 놓고 생각한다면 의학  타당성만을 가지고 의

료행 의 정당성을 단할 일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이 재정은 잠재 인 환자인 모든 가입자의 건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7)  헌법재 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이 밖에 헌법재 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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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의사의 의료행 의 재량권의 제한과 이와 련하여 다음 두 가

지를 지 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 계법의 실정규정 에는 의사의 진료재량권에 한 법령

상의 제한을 정하는 것이 있다. 그 로 의료법을 들 수 있다.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 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방

하며 의료기술을 발 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료인과 의료기 의 장의 추상 ·일

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기술 등

에 한 보호와 련하여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의 시행(이하 ‘의료행 ’라 한다)에 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사의 진료재량권에 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그 표 인 것이 건강보험 련 법령이라 할 것이다. 보

건의료기본법에서도 유사한 를 찾을 수 있다. 환자  보건의료인의 권

리에 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제2항은 “보건

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하여 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 단서도 보건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데, 그 표 인 것이 건강보험 련 법령이다.

둘째, 행 건강보험체계가 행 별수가제8)라는 사실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 별수가제의 장 으로는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을 기

으로 의료비를 지 하도록 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인이 되고 궁극 으로는 신의료기술의 발 을 진한다는  등을 들 

   8)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 마다 

각각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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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면에 행 별수가제는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단 도 

있다. 즉 의료기 이 수입증 를 하여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

을 시행할 염려가 있다.9)  실제로 불필요한 진료 는 유해한 진료를 통한 

의료과소비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10)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문제

를 으로 의료기 의 재량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 따라 의료행 의 구체  기 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요양 여기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요양 여기 은 의료행

에 있어서 ‘의학  타당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사이의 조화 을 제시

하고 있는 규범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 로 다

음에서는 항을 바꾸어 요양 여기 의 입법이유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요양 여기 의 입법이유

요양 여기 의 입법이유에 해서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여

러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 주요한 사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8. 30. 헌법재 소결정이다.11)  ‘건강보험 요양 여행   

그 상 가치 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가운데 분류항목 나

-231, 나-713, 나-715  검사종목을 제한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

해하여 헌법에 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 소는 다음과 

같이 시하 다: ① 요양 여기 의 “입법목 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

로 최 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와 같은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한 수단이

다.”; ② “요양기 은 요양 여 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요양 여행  등

   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건강보험제도 개요�, 2005, 41～43면 참조.

  10)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조사연구자료집(Ⅰ)�, 2001, 214면 참조.

  11)  헌법재 소 2007. 8. 30. 선고 2006헌마417 결정 참조. 이 헌법소원 심 은 부당이득  

환수처분  요양기  업무정지처분에 한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6 17835 결) 진행  재 의 제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가 의료인

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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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는 여 상으로 추가하여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검사방

법의 추가를 신청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어... 고시가 기본권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반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고시로 침해되는 사익은, 국민건강보

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  많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

려는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2008. 9. 12. 서울행정법원 결이다.12)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외  측면에서 볼 때 한정

된 자원으로 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재정의 건 성을 확

보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해서는 가장 경제 이고 비용효과

인 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요양 여비용의 지 은 가입자

들의 보험료를 기 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 정한 요양 여에 한 요

양 여비용의 지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혹은 손해는 당해 환자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요양 여 인정에 있어서 재정  요

인을 고려한 정책  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요양 여기 에서 

인정하는 요양 여만이 그 비용을 지 받을 수 있다. 

 연구 상 결은 요양 여기  반행 의 법성 단을 한 제로 

요양 여기 의 입법목 을 살피고 있다. 사회보험체제로 운 되고 있는 

행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그 핵심축을 구성하고 있는 요양 여기 의 

입법목 에 해서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건강보험제도의 기본틀

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상론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정책  단

이 불가피하고 이 정책  단의 구체 인 표 이 바로 요양 여기 인 

것이다. 연구 상 결도 과거 헌법재 소 는 법원의 입장을 그 로 수

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12)  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7구합23521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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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일반국민에게 안정 이고 비교  

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요양 여의 범 를 제

한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목 을 하여 설정된 일정한 범  내에서만 

건강보험 요양 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 여의 범 나 방법에 한 

단에 있어 의료기 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연구 상 결에서 길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이 요양 여기 의 입법

목 을 설시한 후 이어진 다음과 같은 단이다.

“요양 여기 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요양 여의 수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공익  목 을 달성하기 한 것으로서 법상 보험 계

의 각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3)  

연구 상 결이 요양 여기  반행 의 법성 단을 한 논의의 

출발선에서 내린 단이다. 원고의 원외처방행 가 피고(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침해했는가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 있어서 연구 상 결은 원고

의 행 에 법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기 한 하나의 제로서 요양

여기 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을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

론 요양 여기 은 건강보험제도의 계당사자(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의료공 자인 요양기 , 의료수요자인 가입자)  어느 하나의 이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다고 하여 연구 상 결과 같이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요양 여기 의 보호법익은 보험 계의 모든 주체들의 이

익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단이 아닐까? 그리고 모든 당사

자의 이익이 건강보험재정에 집결되고 이를 리하는 것은 보험 리공단

이라는 에서 볼 때 요양 여기 이 가장 직 으로 겨냥하고 있는 보

험 계의 당사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양 여

  13)  연구 상 결 결서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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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입법목 을 공익에 둔다면 이는 그에 한 반행 의 법성을 

부정하는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 의 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

용하는 것이 논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요양 여기 의 법  성격

(1) 법규명령으로서의 요양 여기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 여기 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과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을 가리킨다. 

규범형식에 있어서 자는 ‘部令’(보건복지가족부)이고, 후자는 ‘告示’(보건

복지가족부)이다. 행정입법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할 때 부령은 

통령령·총리령 등과 함께 법규명령에 속하고, 고시는 훈령·지시·통첩·

규·일일명령 등과 함께 행정규칙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

·일반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즉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다든가, 반 로 행정청 

내부규율에 한 것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을 법규명

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입법형식을 기 으

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별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민건

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과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의 성격을 밝 보기로 한다.

우선, 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이 그 형식

과 달리 행정규칙에 해당하는가에 하여 살펴본다.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계 행정기   직원에 

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14)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여의 방법· 차·범 ·상한  제외 상 등 요양 여기 에 하여 필요한 

  14)  법원 1987. 2. 10. 선고 84 350 결; 법원 1992. 3. 31. 선고 91 4928 결 등 

다수의 결로 확고하게 정립된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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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한 것으로(동 규칙 제1조 참조) 그 규율내용이 국민의 권리·의

무에 계된 실체  법규사항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은 명실상부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은 告示로

서 행정규칙에 불과한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법령이 특정 행정기 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  사항을 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 행정기 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

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행정기

에 법령의 구체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

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법령들과 결합하여 외

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15) 국민건강보험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은 요

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임하고 있다(동 규칙 제5조 제2항). 그러므로 ‘요양 여의 용

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은 그 형식과 상 없이 법규명령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16)

요컨 , 연구 상 결에서 문제된 요양 여기 은 그 형식이 部令이

든 告示이든 상 없이 그 성격은 법규명령이다. 연구 상 결도 이와 같

이 단하고 있다.17)

(2) 강행규정으로서의 요양 여기

요양 여기 이 강행규정인가? 요양 여기 의 강행규정성과 련하

  15)  법원 1987. 9. 29. 선고 86 484 결; 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결; 

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결 등 다수의 결로 확고하게 정립된 례이다.

  16)  같은 맥락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체제에서 요양 여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정하고 있었

던 보건복지부 고시에 하여 법원은 이를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시하

다( 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결; 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2250 

결; 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2267 결 등 참조).

  17)  연구 상 결 결서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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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실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의 하나가 임의비 여 문제이다. 임

의비 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 제8조·제9조에 따른 합법 인 비 여(법정비 여)

와 구별된다. 임의비 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 여 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하고 임의비 여 처리하는 

것으로, ① 여 상 진료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비 삭감을 우려하여 비 여로 처리하는 경우, ② 요양 여기 을 과하

여 보험 여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그 과분을 부담시키는 경우, ③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의 비용을 비 여로 처리하여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둘째, 행 법정 여 혹은 법정비 여에 포함

되지 않는 진료행 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

다. 이는 법률  의무사항인 보험 여 여부 신청 차를 밟지 않고 제공되

는 진료행 로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비를 비

여로 처리하여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표 인 이다. 

임의비 여에 한 례  가장 유의하여야 할 것은 2005. 10. 28. 

법원 결이다.18) 수진자에게 임의 으로 비 여 진료를 하고 수진자로

부터 과다한 본인부담 을 지 받은 경우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법원

은, 의료기 이 환자로부터 수령한 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19) 소정

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상이 되는지 여부  그 법률  성질, 그 부

당이득 의 산정방법,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의 계 등 법률 으로 요한 논 에 해서 명확한 입장을 설시하 다. 

법원에 따르면, 요양기 은 요양 여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

여를 시행하고 진료수가를 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로, 비록 수진

자의 동의(합의)하에 임의  비 여 진료를 시행하고 그 차액을 징수하

  18)  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결 참조. 이 결에 한 평석은 하종 , 

� 법원 례해설� 제58호(2006), 316면 이하 게재 논문 참조.

  19)  이 결 사안의 용법은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구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지만, 이들 법률에서 문제된 조문은 

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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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강행법규에 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20)  그

러므로 요양기 이 징수한 과다한 본인부담 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여

(민법 제741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Ⅳ. 요양 여기  반행 와 불법행 의 성립 : 정

1. 서 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약제비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일련의 

행정소송에서 의료기 측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효로 확인된 징수처분에 의한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요양 여기 에 

반한 처방 의 발 행 가 법행 라는 이유를 들어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다. 요양

여기 에 반한 의료기 의 처방  발 행 가 민법상의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하여 연구 상 결은 원고측의 불법행  성립을 부

정하 다. 다음에서는 불법행 의 성립요건에 한 연구 상 결의 단

을 구체 으로 추 하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 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

을 것(손해발생 요건); ② 손해와 가해행  사이의 인과 계가 있을 것(인

과 계 요건); ③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을 것(귀

책사유 요건); ④ 가해행 에 법성이 인정될 것( 법성 요건). 이들 네 

요건  ①과 ②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

고, 연구 상 결에서도 원고·피고 사이에 다툼의 상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③과 ④의 요건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요건에 해서만 논의하기

로 한다.

  20)  이에 한 비  견해에 해서는 두륜, ‘요양 여기 이 강행법규인가’, �법률신문� 

제3674호(2008. 8. 18.) 게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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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책사유 요건의 단

(1) 연구 상 결 사안의 경우 : 요건 충족

우리 민법학에서 귀책사유란 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법

행 책임에 있어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이다. 그리고 불법행 책임에 있어서 과실이란 통상

인 사람을 기 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하 거나 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21) 그리고 

불법행 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과실의 경 에 

한 표 은 그 개인에 한 구체 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 으로 하여야 할 것

이며, 의 일반 인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 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 으로 한다.22)

연구 상 결의 사안에 있어서 원고의 행 는 귀책사유 요건을 충족

하는가? 연구 상 결에서 원고의 행 가 귀책사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고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특히 연구 상 결에서 귀책사유를 말한

다면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최소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 상 결에 있어서 문제되는 결과는 건강보험공

단이 입은 손해이다; 이 결과는 원고 의료기 의 요양 여기 에 반되

는 처방으로 인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특별한 법률 계에 있으며23) 

의료 문기 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그와 같은 처방행 가 건강보험공단의 

  21)  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결 등 참조.

  22)  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결; 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결 

등 참조.

  2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 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통령령이 정하는 의약

계를 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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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손실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고의) 혹은 의료

문기 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히 게을리했다고 볼 수밖

에 없다( 과실24)).25)

여기에서 요양 여기 을 반하여 원외처방을 하는 행 가 법한 

것인지에 한 인식을 문제삼아 원고의 고의( 는 과실)를 부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주장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의란 객

으로 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

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6)  즉 원고로서는 그의 원외처방이 건

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족

한 것이지 요양 여기  반행 가 법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할 필

요는 없다.

(2) 연구 상 결의 개념 혼란

1) 문제의 소재

연구 상 결은 요양 여기  반행 의 법성 인정 여부를 단함

에 있어서 ‘의료기 이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 ’를 고려하고 있

다. 그에 따라 연구 상 결은 원고가 주의의무를 벗어난 행 를 하지 않

았고 의료기 의 재량범  내에서 의료행 를 했으므로 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하 다. 그런데 원고의 주의의무 반 여부를 법성 단

의 기 으로 다루는 태도의 타당성에 해서는 의문이다. 다음에서는 연

구 상 결의 입장을 비  시각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4)  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6178 결; 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결; 

법원 원합의체 1996. 2. 15. 선고 95다38677 결; 법원 1996. 8. 23. 선고 96다

19833 결; 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결 등 참조.

  25)  법리상 과실은 고의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진다(“culpa lata dolo aequiparatur”, 

“culpa lata dolo comparabitur” 혹은 “culpa lata dolus est”). 이에 해서는 H. Roland/ 

L. Boyer, Adages du Droit Français, 3e éd., Paris, Litec, 1992, pp. 137～138 참조.

  26)  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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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결의 입장

연구 상 결은 종래 법원 례를 인용하면서 의사가 의료행 를 함

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하여 단하 다. 다음에서는 연구 상

결이 무게 있게 인용한 법원 결을 보기로 한다.

첫째, 1994. 4. 26. 결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리하는 업무

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 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험을 방지하

기 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 를 할 당시 의료기  등 임상

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의 수 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 가 그 당시의 의료수 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

는 주의의무를 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27)  이와 같은 시는 

의사의 의료행 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단기 에 한 법원 례의 일

된 입장의 표 이다.28)

둘째, 2005. 4. 29.  결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 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건강을 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 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험을 방지

하기 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

에 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한 침습을 포

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 를 할 당시 의료기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의 수 을 기 으로 삼되, 그 의료수 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  당시 일반 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이른

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조건, 의료행 의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규범 인 수 으로 악되어야 한다.”29) 이와 같은 시는 의료행

  27)  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결 참조.

  28)  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결; 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결; 

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결; 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결; 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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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아울러 그 단기 인 의료수 의 의미에 

한 법원 례의 일 된 입장의 표 이다.30)

셋째, 1996. 6. 25. 결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진료를 행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  그리고 자기의 문 인 지식

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에서 하다고 단

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 인 재량의 범 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

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31) 이와 같은 시

는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의 재량과 의료과실 단 방법에 한 법원 

례의 일 된 입장의 표 이다.32) 

연구 상 결은 와 같은 일련의 법원 결들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의료기 이 처방 을 발 함에 있어 의학  근거와 

임상  경험을 기 으로 상당한 범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 개의 의

약품  하나를 선택한 것은 가입자에 한 주의의무를 벗어난 행 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입자에 하여 의료기 의 재량 범  내에 있는 

행 가 보험자에 하여 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의

료기 의 가입자에 한 의료행 가 주의의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을 들어 원고의 처방행 가 피고에 하여 법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하 다. 연구 상 결의 단 에서 원고의 의료행 가 가입자와의 

계에서 주의의무를 반하지 않았다는 에 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사실을 피고에 한 계에 있어서 원고의 행 의 법성 단의 

제 내지 기 으로 삼고 있는 태도는 그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그 이유

에 해서는 항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9)  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결 참조.

  30)  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결; 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결 등 참조.

  31)  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결 참조.

  32)  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결; 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결; 

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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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상 결에 한 비

연구 상 결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논 은 원고의 처방행 가 피고에 

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논 에 한 단에 있어

서 원고의 가입자에 한 진료행 가 주의의무에 배되었는가 여부가 일

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원고의 가입자에 한 진

료행 가 주의의무에 배되었는가 여부는 원고의 피고에 한 불법행  

성립 여부와 직 인 련이 없다. 연구 상 결 두 가지 에서 비

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연구 상 결은 불법행  성립요건으로서 귀책사유와 법성의 

구별에 유의하지 않는 이론  오류를 범하 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 책

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귀책사유와 별도로 가해행 의 법성을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750조 참조). 귀책사유와 법성 요건의 계에 하여 학설

상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두 요건은 독립된 별개의 요건으로 

념하여야 한다.33)  연구 상 결은 원고의 가입자에 한 의료행 가 주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을 들어 원고의 행 가 피고에 하여 법

성이 없다고 단하 다.34) 그런데 주의의무 반 여부는 귀책사유인 과

실의 단기 일 뿐이다. 그 다면 연구 상 결은 귀책사유의 단기 을 

들어 법성을 단한 셈인데 이는 한 이론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연구 상 결은 손해배상 책임 계의 당사자 설정에 있어서 혼

선을 보이고 있다. 이 결의 사안에서 책임법  문제가 발생한 당사자는 

원고 의료기 과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 피고가 원고에 하여 불법행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행 가 피고에 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여부를 단하여야 

하며, 이때 단하여야 할 사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의 귀책사유와 

법성이다. 그런데 연구 상 결은 원고와 보험가입자(즉 의료기 과 환자) 

사이의 의료행 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심을 집 하고 있다. 이와 

  33)  이에 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34)  “담당 의사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기 한 고의·과실로 요양 여기 을 반하여 

처방 을 발 하 다고 하기 어려워 이러한 처방 의 발 이 피고에 한 계에서 

법하다고 볼 수 없다.”(‘2008.서울서부지원 결’ 결서 13면 참조)



명  순  구  187

련하여 연구 상 결이 인용한 법원 결들은 모두 의료기 과 환자가 

소송당사자인 사안으로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기 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는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에 한 것이다. 즉 연구

상 결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결들은 의료기 과 건강보험공단의 불법

행  책임 계에 한 사안이 아니다. 의료기 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

게 되는 의료과실의 문제는 건강보험 체계와 직 인 계에 있지 않

다.35) 

3. 법성 요건의 단

(1) 불법행 책임 체계에 있어서 법성의 상

1) 한국민법의 입법구도 : 독자  요건으로서의 법성

계약 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법성 요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

는다.36) 그러나 불법행 책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불법행 책임에 있어

서는 법성 요건에 한 이론이 나라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하게 개되

기도 한다. 법성을 불법행 의 성립을 한 독자 인 요건으로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가령 랑스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 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포뜨’(faute)는 우리 민법의 귀책사유(고

의·과실)와 법성 양자를 포 하는 개념이다.37) 이와 달리 우리 민법 제

750조는 “故意 는 過失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법행 의 성립요건으로

  35)  이와 같은 시각에서 법원은 문제의 진료행 에 한 지침이 없고 한 의료보험 

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의사의 환자에 한 주의의무에 직  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결 

참조).

  36)  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 다면 그 자체가 바로 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 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7)  랑스법상의 ‘faute’에 해서는 명순구, ‘ 랑스 민법상 의식장애자의 불법행 책임’,

�法學論集�제31집(1995), 고려 학교 법학연구소, 2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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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책사유와 별도로 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의식 인 입법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제750조의 입법경과를 간단히 살펴본다. 의용민법은 고의 는 과실로 인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 불법행 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38). 이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는 가해행 가 반사회성을 띠고 있을지라

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의용민법 시 의 학설은 이와 같은 규범상황을 피해자의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요한 결함으로 지 하 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

하기 하여 의용민법시 의 학설· 례는 ‘권리침해’를 법성의 징표로 

악하는 방법으로 불법행 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에 한정하지 

않고 리 법행 로 해석하여 왔는데, 행민법 제750조가 법성을 불

법행 의 독자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의용민법시 의 학설· 례를 입

법 으로 반 한 결과이다.39)

2) 법성 요건의 체계  치

(가) 종래 학설의 입장과 비

법성에 한 우리나라의 이론은 일본법학의 학문  성과를 거의 그

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한 일본의 

법학은 독일법학을 수입하여 형성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행 의 

  38)  의용민법 제709조는 다음과 같다: “故意 는 過失로 因하여 他人의 權利를 侵害한 

는 이로 因하여 生한 損害를 賠償하는 責任을 진다.” 일본민법 기 자의 입법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러 나라 민법을 살펴보니 결국 불법행 채권은 권리침해의 경우에

만 인정되더라; ② 권리침해라는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측가능성이 없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즉 권리침해라는 요건은 법  안정성을 해서도 필요하다); 

③ 권리 개념이 상당히 넓어 ‘권리침해’를 성립요건으로 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는 사건

의 속출이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기의 

결은 ‘권리침해’ 없는 곳에 불법행 책임 없다는 입장을 철하 다(이상정, ‘권리침해

에서 법성으로의 변천과 민법 제750조의 효용’, �민사법의 실천  과제�(한도 정환담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2000, 292면 참조).

  39)  民議院 法制司法委員  民法案審議 委員 , �民法案審議  上卷�, 1957, 440～441면 

참조. 행 민법 입법 당시 정부에서 제출한 민법안 제743조( 행민법 제750조에 해당)

에 한 학계의 평가에 해서는 民事法硏究 , �民法案意見書�, 一潮閣, 1957, 198면 

玄勝鍾(당시 고려 학교 법과 학 교수)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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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단하는 것이 상 으로 용이하다. 왜냐하면 독일민법은 법성이 

인정되는 경우40)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민법과 달리 일

반조항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법성 단에 있어서 이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성에 해서는 종래 

학설상 난해한 논의가 개되어 왔는데, 이 학설논쟁은 단순한 개념의 차

원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  책임체계 반으로까지 연계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법성 요건의 체계  치에 한 논의는 귀책사유(고의·과실) 요

건과의 계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두 요건의 지 에 

하여 1970년 까지는 학설상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며 그 내용은 이러하

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 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불법행 의 

주  요건이고 법성은 객  요건이며, 여기에서의 과실은 추상  

과실(객  과실)이다.41) 1980년 부터는 종래의 학설에 하여 비 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 객  과실 개념은 유책성의 개념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 42), 행 불법론을 취함으로써 과실과 법성은 “주의의

무를 반하 는가”라는 문제로 통합된다는 비 43) 등 다양한 견해가 등

장하 다.44) 이들 여러 견해는 때에 따라서는 불법행 책임법상의 법성 

논의를 형법상의 행 론에까지 연결시키며 매우 정치한 이론을 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타당성에 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실정법의 규정과 상

없이 이론 내지 법정책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법성과 귀책사유의 계

  40)  독일민법이 법행 로 열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권의 침해(BGB 제823조 

제1항); ② 타인을 보호하기 한 법규(보호법규)의 반(BGB 제823조 제2항); ③ 선량

한 풍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하는 행 (BGB 제826조).

  41)  金曾漢·安二濬, �新債權各論(下)�, 博英社, 1965, 755면 이하;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89, 632면 이하; 金基善, �韓國債權法各論�, 法文社, 1975, 278면 이하 등 참조.

  42)  金亨培,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責任歸屬根據와 損害賠償의 範圍’, �法律行政論集�제18집, 

고려 학교 법학연구소, 1980, 112면 이하 참조.

  43)  이은 , ‘명 훼손의 민사책임에서 법성과 과실의 단’, � 례실무연구 (II)�, 박 사, 1998, 

441면 참조.

  44)  이와 같은 문제에 한 종합 인 연구에 해서는 특히 서 민, �불법행 의 귀책구조 

연구�, 강원 학교출 부, 1988, 3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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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극히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 민법 

제750조에 한 해석론의 차원에서 본다면 두 요건은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귀책사유 요건은 불법행 책임체계에서 여러 

실제  기능을 수행한다. 가령 손해발생에 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

는 경우에 이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탈락시키거나 는 제한

하는 요인이 되고, 험책임 는 무과실책임에 있어서 과실은 배상의무

자의 책임을 가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불법행 에 있

어서 과실은 공동불법행 자 사이에 구상권의 존재와 범 를 단하는 기

이 된다는 등의 사정을 생각해 보라.

귀책사유와 법성의 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민법 제750조가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

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민법은 불법행 책임에 있어서 한정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민법의 불법

행 책임에 하여 독일민법의 법성론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법성이란 가해행 가 법질서45)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요건을 불법행 의 객  요건이라고 념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귀책사유 에서 고의는 행 자 개인의 

인식에 한 것이므로 이를 주  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 문제는 과실의 경우이다. 과실 단의 기 을 행 자 개인으로 

한다면(소  ‘구체  과실설’) 과실의 경우도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주  요건으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과실 단의 기 을 사회의 평균인으로 한다면(소  ‘추상  과실

  45)  여기에서 말하는 법질서란 실정법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생활 계를 규율하는 기타 

규범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  견해이다. 례도 같은 취지이다: “성  

표 행 의 법성 여부는, 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계, 행 가 행해진 장소  상황, 

성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 에 한 상 방의 명시  는 추정 인 반응의 내용, 

행 의 내용  정도, 행 가 일회  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 한 상식과 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는 사회질서에 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 방의 성  표 행 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

를 당한 자가 정신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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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사정이 좀 달라진다. 이때의 과실에 해서는 이를 주  요건이라

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 단의 기 에 하여 종래 

학설과 례는 일 이 추상  과실설을 채택해왔다.46) 추상  과실설의 

입장에서는 과실 단의 기 이 행 자 개인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과실의 

단기 과 법성의 단기  사이에 구별이 모호하다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에 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실과 

법성은 주의의무 반의 문제로 통합된다는 식의 학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과실이라는 것이 주의의무 반이고, 법성 단의 기 으로 작

용하는 법질서의 내용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경

우라면 과실과 법성을 서로 별개로 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

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그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성과 과

실에서 모두 주의의무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그 기 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성의 기 으로 작용하는 주의의무는 객

이고 획일 인 규 인데 비해, 과실 단의 기 으로 작용하는 주의의무

는 가해자와 같은 수 에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규 이 된다. 쉽게 말하

자면, 구도 법성의 단기 인 주의의무의 잣 를 벗어날 수는 없지

만 과실 단은 각 집단별 기 에 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질서가 요구하는 주의의무 반으로 가해행 의 법성이 인

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법성 요건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한 행 자유에 한 최소한의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성과 과실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

한다. 

법성의 단기 으로 작용하는 법질서의 내용이 언제나 일정한 주

의의무를 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령 어떤 행 가 

일반 으로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든가 

  46)  “불법행 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

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

때의 구체 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결)



192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  근거

혹은 특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행 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매매의 경우가 형 인 이다. 이미 매매계약의 상인 물건에 

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자유경쟁 질서의 한계를 넘는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야 비로

소 법성을 띨 수 있다.47)  제2매매행 가 법성을 띠지 않는다면 불법

행 를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의 제2매매행 는 귀책사유의 요건을 충족

하 지만(고의에 해당함) 법성 요건으로 인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 법성은 귀책사유와 뚜렷이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 , 불법행 의 성립에 있어서 법성은 귀책사유와 독립된 요건

으로서 독자  기능을 수행한다.

(나) 례의 입장

법성 요건의 체계  치, 특히 귀책사유 요건과의 계에 하여 

례는 어떤 입장인가? 이 문제에 한 례의 태도를 명백하게 정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 결문의 문언으로만 보면 체로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① 법성과 귀책사유 요건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의의무 반에 한 단이 행해지는 경우48); ② 법성에 한 

단이 매우 강조되는 경우49). 그런데 결문의 문언만을 가지고 법성과 

  47)  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결; 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결; 

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결 등 참조.

  48)  학자들 에는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법원 결을 인용하면서 “과실과 

법성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통이론의 형식논리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례는 

불법행 소송에 있어서 손해발생, 손해와 피고의 행 와의 인과 계, 피고의 주의의무

반의 세 사실이 입증되면 곧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즉 피고의 주의의무 반이란 

사실은 종래 학설이 요구해왔던 과실과 법성의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으로 

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라는 식으로 평가한다(崔相鎬, ‘不法行爲法에 있어서의 

違法性과 過失’, �安岩法學� 創刊號(1993), 安岩法學 , 399면).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정확

하다고 볼 수 없다.

  49)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  손해배상청구( 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결; 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결; 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결; 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결; 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결; 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결 등 참조), 공해로 인한 불법행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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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계에 한 법원의 입장을 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

하면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쟁 이 되고 있는 개별 인 법률사항을 단

하므로 결문에서 이론체계 반에 해서까지 언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가령 과실에 의한 불법행 의 성립 여부가 상고심에

서의 쟁 인 때50)에는 주의의무 반에 한 단을 할 것이고, 행 의 

법성이 쟁 인 때51)에는 그 부분을 강조하여 단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유의하면서 법성과 귀책사유의 계에 한 법원의 입장을 들

어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두 요건을 분명히 구

분하여 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는 과실 이외에 행 의 법성이 요구되므로, 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 하면서 조합원이 수 할 공사의 실제 도 액을 확인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과실이 없는 착

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문건

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 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52)

둘째,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 를 구성하기 한 요건으로 법

배상청구( 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결; 법원 1999. 1. 26. 선고 98다

23850  결; 법원 2007.6.15. 선고 204다37904·37911 등 참조) 는 명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  손해배상청구( 법원 1988. 10. 11. 85다카29 결; 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결; 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결; 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결; 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결 등 참조) 등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50)  컨 , 부주의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한 경우에 법률  쟁 은 가해자가 주의의무

를 반했는가 여부에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사람을 사망  한 행 의 법성 

요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1)  컨 , 건물신축 행 에 하여 이웃 거주자가 일조방해를 이유로 불법행 손해배상

을 청구한 경우에 법률  쟁 은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 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가 하는 가해행 의 법성에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건물

신축 행 는 가해자가 의도한 것이어서(즉 고의이므로) 귀책사유 요건은 논란의 여지

가 없을 것이다( 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결; 법원 원합의체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결 등 참조).

  52)  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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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으로 채권에 하여는 배타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

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 한 경쟁을 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법한 행 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익을 침해하 다면 이로써 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

기에서 채권침해의 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 의 태양, 침

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 , 개별 으로 단하

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정책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

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3)

셋째, “단 ·단수 등의 조치가 법한 행 로서 불법행 를 구성하지 

않기 해서는 그 조치가 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 ,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 ,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법성이 결여된 

행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하여 행하여진 당 의 단 ·단수 등의 조치가 불법행 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며 리비 지 을 거부하 다는 것이므로, 그런 와 에 3개월이 

경과됨으로써 3개월 이상 리비 연체라는 리규약상의 요건이 충족되었

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 부터 계속되어 오던 피고의 법한 

단 ·단수 등의 조치가 그 시 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

당성이 있는 행 로서 법행 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54)

요컨 , 가해행 의 법성은 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가 성립

  53)  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결 참조. 같은 취지로 법원 1975. 5. 13. 선고 73

다1244  결; 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결; 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결; 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결; 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결 등 참조.

  54)  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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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독자  요건으로서 이는 귀책사유 요건과 별도로 단하여야 

한다. 불법행 책임의 성립요건인 법성은 사회 으로 허용되는 행 의 

범 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허용범  내에서는 행 의 자유가 인정되

어, 비록 타인에게 고의로(과실은 말할 필요도 없음) 손해를 입혔다 하더

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심사 차  주의의무와 법성 단

1) 문제의 소재

원고의 행 가 피고에 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여부를 단함

에 있어서 연구 상 결은 특히 법성 요건을 심으로 단하고 있

다.55) 법성 단의 규 으로 연구 상 결은 ① ‘요양 여기 과 심사

차의 형식성’, ② ‘의료기 이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 ’를 제시하

면서 법  단을 하 다. 그 결론은 원고가 요양 여기 을 반하여 처

방 을 발 한 행 를 피고 보험자에 하여 법성을 띠는 행 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 상 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① ·②의 요소를 

불법행  성립요건으로서의 법성 단의 규 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일

까? 연구 상 결은 이론  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

들 문제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요양 여기 과 심사 차의 형식성과 법성

(가) 서 설

연구 상 결, 요양기 이 요양 여심사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요양 여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해당 약품을 비교하여 양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삭감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를 검토한다든가 는 진료의사에 한 문의 등의 실질 인 심사를 거치

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라는 증언을 채택하여 심사 차의 형식성의 측면

에 주목하고 있다. 즉 심사 차가 형식 이라는 사실을 들어 요양 여기

을 반한 처방 의 발 이 보험자에 하여 법성을 띠는 행 라고 

  55)  연구 상 결 결서 9～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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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고 단하 다. 그 게 단정할 수 있을까? 연구 상 결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가능하다: ① 연구 상 결의 사안에 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형식 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② 설령 심사가 형식 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과 요양 여기  

반행 의 법성은 련이 없다. 이 두 가지 문제에 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상  심사평가 방법

연구 상 결의 타당성을 단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

사평가 차의 의미에 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 별

수가제에 따라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과 같은 문제 들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면 의사(의료 계에 있어서  우 의 당사자)와 환자 사이의 불

평등한 계에서 의료행 의 성을 검토하는 기 이 필요하다. 이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요양기 이 요양 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요양 여비용심사청

구서에 여를 받은 자에 한 요양 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

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국민건강

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심사청

구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 여의 기 (동법 제39조 제2

항 ·제3항)에 합한가 여부를 심사한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 이 제출한 요양 여

비용명세서가 환자의 진료내역  진료기록을 토 로 작성된 것으로 일응 

추정하여 그 심사청구내용이 요양 여기  등에 합한가 여부를 심사한다. 

이것이 심사평가원의 통상 인 심사방법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 가령 요

양기 이 요양 여비용의 심사청구시 제출한 요양 여비용명세서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부 등 요양

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요

양 여비용심사·지 업무처리기  제5조 제1항), 사정에 따라서는 지 

출장하여 확인작업을 할 수도 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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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를 기 으로, 종합병원  이상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완자료를 요청하

여 심사한 건은 체 심사 상 사건 50,143,530건  19,582건으로 0.03

9%56)에 불과하여 사실상 요양 여비용명세서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요양기 도 부분 요양 여비용명세서만으로 진료의 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보완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 여비용명세서만으로 심

사를 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들어 실질 인 심사가 아니라는 연구 상 결

의 단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차와 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수

진자별 요양 여비용명세서에는 질병 는 부상명, 요양개시 연월일  

요양일수, 요양 여비용의 내용, 처방  내용 등이 기재되어(국민건강보험

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심사평가원으로서는 요양 여비용명세서를 가

지고 당해 수진자가 어떤 질병으로 어떤 내용의 진료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심사평가원으로서는 요양 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7)가 아닌 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지 않는다. 한편, 요양기 은 요양

여기 에 따라 요양 여비용명세서만으로는 요양 여비용을 인정받기에 

부족한 것으로 단하는 경우 검사결과나 수진자의 상태 등을 ‘특정내역

기재란’에 추가 기술하여 심사에 반 될 수 있도록 한다.58) 따라서, 연구

상 결의 원고가 요양 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한 상병명은 진료기록을 근

거로 상병명을 기재한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허가한 범 를 

과한 상병명으로 련 약제를 원외처방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심사평가원

  56)  심사평가원에 수되는 체 심사건 1,034,752,645건  101,312건으로 0.01%에 해당

한다.

  57)  수술비용을 청구한 수술수가의 정성을 확인하기 해 수술기록지 요청, 척추수술의 

경우 심한 정도에 따른 인정기 에 따른 방사선필름  진료기록부 요청, 약제의 장기

투여에 따른 환자상태를 확인하기 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

부  투약기록지 등 요청, 장기입원에 따른 환자상태를 확인하기 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요청 등.

  58)  요양기 은 EDI, 산매체 는 서면  한가지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요양 여비용을 

청구하며, 원고의 경우 EDI로 요양 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요양기 이 심사평가

원에 송하는 요양 여비용명세서 자문서의 특정내역기재란의 구분코드 MX999는 

추기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분의 요양기 은 이 기재란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환자의 상태, 검사수치, 의사소견 등을 부가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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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약제비용이 지 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할 

수밖에 없다. 설령, 요양기 이 요양 여비용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인정

받아야 할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착오 기재 여부와 상 없이 진료

기록부 등의 보완자료를 통해서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구제 차

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59)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요양 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상병명을 잘못 기재하 음을 이 사건 재  진행 에 증명하 고 재 부는 

이를 이유로 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어 실질 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하 다. 그러나 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요양 여비용명세서의 심사는 일차 으로 명세서만으로 

심사하고 요양 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진료

기록부 등의 보완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하므로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지 않

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인 심사가 아닌 형식 인 심사라고 할 것은 아

니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방법과 법성의 계 : 상호무

백보 양보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차가 형식 이라고 해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차가 실질 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59)  요양기 이 피고에 하여 특정한 요양 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요양

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이나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인정기 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그 요양 여가 그 항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에 한 의학 인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의료행 에 한 정보는 요양기  측이 독 하게 되는 것이므로 요양

기 이 그 진단과 치료의 정성  그 효과에 한 의학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 을 운 하는 원고로서는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을 통하여 

이사건 환자들에 한  각 시술이 정확한 진단을 토 로 최 의 방법에 의하여 경제

이고 비용ㆍ효과 으로 행하여진 한 진료 을 뿐 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이나 요양 여의 용기   방법에 한 세부사항에서 정하

는 인정기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 16382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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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여기  반행 의 법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으로서는 법령  요양 여기 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게 하여야 한다. 불법행 책임이 성립하기 한 법성 요건

이란 가해자의 가해행 가 객 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질서에 반했는

가 여부에 한 단이라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성을 

단하는 단계에서 심사 차의 형식성을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 병원이 객 으로 존재하는 요양 여기

에 부합하는 의료행 를 하 는가 여부이기 때문이다.60) 요양 여기 이 

법령 는 헌법에 어 나는 것이어서 그것에 배되는 행 를 한다 하더

라도 그에 하여 규범  반가치 단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요양 여기

 반행 에 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상 결에

서 문제된 요양 여기 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 상

결도 요양 여기 의 합헌성 내지 합법성에 해서는 이의가 없다. 요

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차가 형식 이라는 사정은 원고의 처

방  발 행 의 법성과 련이 없다.

3) 의료기 의 주의의무와 법성

연구 상 결은 원고인 의료기 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를 반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한 처방행 의 법성을 

부정하 다.61) 이와 같은 연구 상 결의 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60) 다음과 같은 가정  사례를 생각해 보자: 국가시험 채 을 한 채 기 표가 있고 

그 채 표는 법한 것이었다; 수험자는 채 표에 부합하지 않는 답안지를 제출하

다; 그래서 채 원은 그 수험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하 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문제

의 핵심은 수험자가 채 기 표에 부합하는 답안지를 작성했는가 여부에 있다. 채

원이 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험자의 답안지가 채 기 표에 부합하는지에 

하여 면 하게 검토했는가 아니면 성의없이 채 한 것에 불과했는가 하는 것은 수험자에 

한 불합격 처분에 향을 미칠 수 없다. 수험자가 채 기 표에 부합하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객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채 기 표 신에 

요양 여기 을, 수험자 신에 원고 병원을, 채 원 신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해 보라.

  61)  “의료기 이 처방 을 발 함에 있어 의학  근거와 임상  경험을 기 으로 상당한 

범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 개의 의약품  하나를 선택한 것은 가입자에 한 

주의의무를 벗어난 행 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입자에 하여 의료기 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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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론  오류라고 하는 을 앞에서 자세히 지 하 다: ① 의사의 

주의의무는 불법행  성립요건으로서 귀책사유에 한 것으로 법성 

단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②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와 환자의 

법률 계에 한 것으로 연구 상 결 사안의 논 (의료기 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한 불법행 )과는 무 한 사항이다.

4) 논의의 정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차가 형식 이라는 사정과 원고의 행 의 

법성 사이에는 책임법  에서 유의미한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인 의료기 의 환자에 한 주의의무와 원고의 처방행 의 

법성 사이에도 책임법  에서 유의미한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상 결은 양자간에 유의미한 계가 존재한다는 

제에서 단이 이루어졌다. 

(3) 요양 여기 의 법  성격과 법성 단

1) 문제의 소재

앞에서 요양 여기 은 법규명령, 강행규정의 법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요양 여기 이 법  성격이 원고 의료기 의 처

방행 의 법성 단에 어떤 향을 주게 되는가? 강행규정 반행 와 

불법행 의 성립 여부에 해서 연구 상 결은 법성 요건과 항을 달리

하여 따로 단62)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도 여기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2) 강행규정 반과 법성

법원의 일 된 입장에 따라 연구 상 결도 요양 여기 이 강행규

정이라는 에 해서는 이견이 없다. 요양 여기 의 법  성격을 강행

범  내에 있는 행 가 보험자에 하여 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연구

상 결 결서 11～12면 참조).

  62)  연구 상 결 결서 7～9면 참조.



명  순  구  201

규정으로 본다면 강행규정 반행 는 법 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제에 하여 연구 상 결은 “강행규정 반행 가 곧 불법행 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소속 의사들이 요양 여기 에 

반하여 처방 을 발 한 행 가 곧 불법행 라고 할 수 없다.”63)라고 

설시하고 있다. 연구 상 결의 이 시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여기에 반

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강행규정’이란 ‘임의규정’에 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행 의 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다.64)  그

러므로 강행규정 반은 당해 법률행 의 무효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 그 

행 가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법률행 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 하여 법률 계를 의도 으로 형성하는 

법률요건임에 반해, 불법행 는 잘못된 재산질서에 한 법률상의 제재로서 

책임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행규정 반행 가 때에 따라서는 불법행

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강행규정을 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해 행 가 불법행 의 성립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이다. 

강행규정 반이 곧 불법행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연구 상 결은 증권회사 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  등의 

지에 한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 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

속하고 권유하는 행 ”)가 문제된 법원 결65)을 인용하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의 강행규정에 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내세운 투자권유로 투자한 

투자가가 손실을 본 경우에 그 행 가 불법행 책임이 성립하기 한 요

건에 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 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한 불법행 책임이 

성립하기 하여는 거래 경 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63)  연구 상 결 결서 8면 참조.

  64)  이에 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375～378면 참조.

  65)  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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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이에 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

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 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험성에 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 한 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극 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

국 고객에 한 보호의무를 버려 법성을 띤 행 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66)

강행규정 반이 곧 불법행 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수

할 수 있지만 연구 상 결의 사안에  례를 인용한 것은 그 성에 

의문이 있다.

첫째, 사안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된 법원 례는 강행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불법행 책임을 주장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소송의 원

고와 피고가 손해의 원인이 된 행 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그러나 

연구 상 결에 있어서는 가해행 가 오직 원고 일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 피고가 그것에 기여한 바가  없다. 연구 상 결은 두 사안 사이

에 존재하는 엄연한 차이를 제 로 포착하지 못하 다.

둘째, 문제된 실정규범의 성질상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

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의 실제상 반사실만으로 가해

행 의 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일정한 거래

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행 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권유행  등 행 가 법성을 띠기 해서는 그 

행 가 사회 으로 용인되는 수 을 넘은 것이어야 한다. 례는 바로 이 

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반한 투자수익보장으

로 투자를 권유한 행 의 법성 단에 있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도록 

  66)  이는 법원의 일 된 입장이다. 같은 취지로 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결; 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결; 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결; 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결; 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

28537·28544 결; 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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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 여기  반은 사정이  다르다. 증권거래

법 제52조 제1호의 반에 있어서는 반행 의 수 에 단계가 존재하고 

질 인 차이가 있는데 반해, 요양 여기 의 경우에는 그것을 반하든가 

는 수하든가 하는 양자택일(All or Nothing)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강

행규정인 요양 여기 을 반했다면 그것은 계약법의 차원에서 보면 무

효사유이고, 그와 동시에 책임법의 차원에서 보면 법성이 인정되는 행

라고 보아야 한다.67)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연구 상 결이 요양

여기 을 반한 것만으로는 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법규명령 반과 법성

요양 여기 은 그 형식(즉 행정규칙)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에 해당

한다는 에 해서는 연구 상 결도 같은 입장이다. 연구 상 결의 사

안에서 원고가 법규명령을 반하 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 다면 법규

명령 반이란 법리 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법규명령 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 우선 행정규칙 반과 

법성의 계를 본다. 행정규칙에 반된 처분이라고 하여 언제나 법한 

것은 아니고, 한 그 반 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법한 것도 아니며, 당해 처분의 법 여부는 법령(법률과 법규명령)의 

규정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68)  어떤 행 에 한 법성 단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한 일반  구속력을 가지는 법질서에 한 반가치 

단임에 반해, 행정규칙이란 법령상의 근거와는 무 하게 상 기 이 하

기 에 하여 가지는 포  감독권에 근거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계 

 특별한 공법상 법률 계의 내부에 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는 것으

로 외 ·일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규명령은 

  67)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반이 문제된 사안 에는 계약이 무효이지만 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지 않다. 이에 해서는 특히 법원 1996. 8. 23. 선고 94다

38199  결 참조.

  68)  법원 1987. 4. 14. 선고 86 735 결; 법원 1987. 9. 22. 선고 87 674 결; 법원 

1989. 3. 28. 선고 88 6474 결; 법원 1990. 1. 25. 선고 89 3564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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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당해 법령의 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국가와 국민에 하여 

외 ·일반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법규명령에 반된 행 는 특

별한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성을 띠게 된다.69)  

요컨 , 요양 여기 의 법  성격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그에 반

하는 행 에 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

다. 그런데 연구 상 결은 요양 여기 을 법규명령으로 악하면서도 

그에 한 반행 에 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4) 논의의 정리

요양 여기 의 법  성격에 기 하여 그에 한 반이 책임법의 분

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하여 살펴보았다. 요양 여기 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반은 곧 법행 이다. 이와 련하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반으로 인한 불법행 에 한 법원 례를 요양 여기  

반으로 인한 불법행  문제에 원용할 것은 아니라는 을 지 하 다. 

한편, 요양 여기 은 법규명령으로서 그에 한 반은 법행 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요양 여기  반은 법성의 문제이

기 때문에 반행 를 한 사람이 행 시에 그 반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도 유의하여야 할 목이다. 논자에 따라서

는 가령 의료기 이 “보험 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보험 여비용을 청구한 경우”70)에는 그 행 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행법상 어떤 진료행 가 보험 여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책임법의 

역에서는 법성의 문제로서 해당 법령의 반 여부에 한 인식은 불

법행 의 성립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69)  최근 법원은 요양 여기  반행 가 법성을 띤다는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결  이 결에 한 원심 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 22704 결 참조.

  70)  박동진, 앞의  ‘부당발 된 처방 에 의한 의료기 의 약제비반환의무 - 서울행정법원 

2004.6.1 2003구합20449 사건을 심으로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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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결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 원고의 원외처방에 하여 이를 

법하다고 본다면 최소한 의료기 의 원외처방 련 요양 여기 은 사

실상 강제력을 잃게 되며, 이는 보험재정의 부실로 이어져 그 부담은 국

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물론 다른 요양기 (특히 요양 여기 을 충실히 

수한 의료기 )에게로 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사안에서 원

고의 행 에 한 법성 단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하여야 목이 아

닐 수 없다. 

V. 결   론

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처방 을 발행한 의료기 에 하여 과약제비의 징수처

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 의 처방  발행이 건

강보험공단에 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결과 의료기 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상이 

있게 된다.71)  요양 여기 은 ‘의학  타당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사

이의 조화 을 제시하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요양 여기

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반행 에 하여 언제나 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양 여기 의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행 를 

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 요양 여기 은 외 ·일반  구

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그 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행 라고 보아야 한다.

  71)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비율은 최근 

5년(2003년～2007년) 평균값이 0.38%로 나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을 의사의 재량권 침해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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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양 여기 을 반하여 처방 을 발행한 원고의 행 가 피고

에 하여 불법행 를 구성하는가에 한 단에 있어서 연구 상 결은 

귀책사유와 법성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원고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반하지 않았다는 은 

귀책사유에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상 결은 이를 법성의 문

제로 근하고 있다.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은 법성과는 무

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은 원고와 환자 사이의 법률문제일 뿐 연구 상

결에서의 원고 ·피고간의 계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

양 여기 을 반하여 처방 을 발행한 원고의 행 는 이를 귀책사유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고의 는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책사유 요건

을 충족한다.

요컨 , 요양 여기 을 반하여 처방 을 발행한 원고의 행 는 피

고와의 계에서 귀책사유와 법성 요건 등을 비롯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행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법 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와 같은 결

론은 법정책의 시각을 배제한 채 법해석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의

료기 으로서 환자에게 행하는 최선의 의료행 와 요양 여기 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이상 인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 지 않아 연구 상

결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연구 상 결 사안은 재 항소심 단계에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분

쟁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 한다. 소송은 가장 최후

인 분쟁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국민의 건강’을 궁

극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가 같다면 소송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  근거 ― 명 순 구
수령 날짜 심사개시일 게재결정일

’09.04.17 ’09.05.10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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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basis of the drug fee refund of outpatient 

prescription

- A critique on the decision of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livered on 28 August, 2008 -

Myoung Soon-Koo

(Professor, Korea Univesity Law School)

The object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xpound on the legal basis 

of outpatient prescription in excess of medical care benefits by medical 

institutions, as well as of the drug fee refun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or such a purpose, the present research paper 

focuses on criticizing the decision of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delivered on 28 August, 2008. The crux of the decision was the 

defendant's plea of set-off  against the plaintiff's claim. The defendan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llected excessive drug 

fees from the plaintiff medical institution which had written out 

prescriptions, by setting-off the excessive drug fees against medical 

care benefits. The defendant made a plea of set-off by a tort damage 

claim or damages for a breach of contract. The court denied the plea 

of set-off and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However it is difficult to abide by the court's ruling. The 

plaintiff's act of prescribing in excess of medical care benefits satisfies 

the conditions of tort of illegality and liability under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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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oints of argument of the present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from 

dispensing practic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annot, 

on the basis of paragraph 1 of article 52 of the Ac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llect excessive drug fees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which wrote out prescriptions. However whether the prescribing 

practic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constitute a tort in rela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a separate matter.

Seco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based on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s a result, this limits the discretionary power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legal provisions which seek to establish the 

golden means between 'medical valid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Moreover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is mandatory 

in nature. A violation of mandatory rules is not always illegal, but the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should be considered 

as illegal. Given that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has binding 

force externally and in general, notwithstanding special conditions to 

the contrary, such a violation should be illegal.

Third, in determining whether the plaintiff's prescribing practices 

in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constitute a tort 

the present case erred by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nditions 

of liability and illegality. In particular, the court viewed the 

nonviolation by the plaintiff of its duty of care in treating patients as 

an illegality matter, when it should have been considered as a liability 

matter. The fact that the plaintiff fulfilled its duty of care is irrelevant 

to the illegaility matter. Moreover such a fact is a legal matter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atient, having no direct bear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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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By considering the 

prescribing practices by the plaintiff in violation of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from the viewpoint of liability, the plaintiff's act 

satisfies the liability condition either by fault or grave negligence.

However such a conclusion is based on legal interpretation, rather 

than on legal policy considerations. Ideally it would be best for the 

practices of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standard of medical care 

benefits to coincide. Realistically, this is not so and that is why such 

disputes like the one in this case arise. The question is a matter for 

further deliberation.

The present case is being appealed. The author suggests a 

different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other than by means of a 

lawsuit. An action at law should be a last resort. Since both parties to 

the case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promoting national health, 

there is bound to be a way other than lawsuits to solve the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