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주권 실현방안 연구*
김혜선**
소비자가 이제 단순히 의료인의 처방대상자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행위의 성질이 위임관계에서 계약관
계로 변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한다는 자기결
정권이 매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의료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때 소비자
의 동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전제로 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불량의료인과 불량의료행위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
의 마련이 필요하다.

Ⅰ. 문제의 제기

지고 있는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
뤄질 때 유효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경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이 당사자 간

소비자학에서는 소비자문제를 재화와 서비스

에 성립이 될 때는 경쟁이 축소되거나 사라지

의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활

게 되어 사회적으로 볼 때 계약당사자간의 지

동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위가 동일하지 않아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

권익 차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폭 넓게

에 없는 많은 계약의 경우 불리한 입장의 계약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보호 장

는 과정에서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소비자

치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와 사업자간의 계약관계 및 거래과정에서 발

조물책임법 등- 이 속속 마련되어 가고 있다.

생하는 소비자불만 및 소비자피해를 총칭하는

이는 실제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의 품질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고 경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의

있는 실정이다.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

1)

의료서비스 관계가 위임관계에서 계약 관계

* 이 논문은 2005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 교수(E-mail: kim3672@sunchon.ac.kr)
1) 계약은 사적자치(私的自治)를 전제하며, 사적자치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
게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김준호, 2000,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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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차 전환되면서(이상돈, 1998, p. 3) 소비

소비자는 이제 단순히 의료인의 처방대상자

자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선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

를 직접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추

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

구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료서비

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스 분야에서 소비자주권의 근거를 밝혀내고,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의료서비스와 같은 신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가 실질적인 주권

뢰재의 경우에는 의료의 전문성에 더하여 공

자로서 소비할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선택

급자가 주도하는 독과점적인 시장이 유지되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한다.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주권이 단

가기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의 구체적인

순히 상품의 하자 치유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구매, 사용과 그 이후의 과정에 더 많은 소비

아니라, 소비자의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서비

자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 등 소비자의 사회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중

소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요한 기본권익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여주고, 더 나아가 소비자학이 핵심으로 삼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라는 상품의 특수성으

아야 하는 소비자주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로 인해 정보탐색과 대안비교, 선택이라는 기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적인 소비자주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
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의료행위
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과잉진료와

Ⅱ. 의료서비스소비자의 권리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에 관련해서 관
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소비자주권의 관점에
서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

소비자는 국민의 자격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상

등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

가의 보호를 받는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질

이러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는 보건

병을 최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의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함께 의료서비스비용에 적합한 정당한 의료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와 요건을 개

비스를 받아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선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료서비스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의료기본법

에 대해 정당한 소비자기본권을 어떠한 근거

제2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료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수

들은 의료서비스소비자들의 소비자주권실현을

립과 시행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에 이해관계가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있는 국민 즉 의료서비스소비자가 참여하도록

2)

논의가 필요하다.

하고 있다(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그러나 여

2)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학자들, 특히 민법과 형법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민법의 차원에서는 주로 의료환
자가 의료인이나 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형법의 차원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치료나 진단과오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의 문제에서 접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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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언급된 소비자의 건강권은 어디까지나

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것으로서

제11조).

간접적이며 제한적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기본권

2.2 선택할 권리

은 국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제
공자에 의해서도 실현되어야 할 권리라고 봐

의사는 환자의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

야 한다. 이에 관한 기본법으로 의료법이 있다.

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며,

의료법의 주체는 의료인에게 국한되지만, 의료

특히 환자의 적극적 생명박탈의 경우에서는

인의 의무 내지 책무는 대부분 의료서비스소

의사는 환자의 단순한 동의나 자기결정권만으

비자에게 해당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

로 그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는

에, 의료법과 관련 법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의료전문인에 의한 의료행위의 시행여부에 대

소비자의 권리를 규명해 볼 수 있다.

한 최종 선택이 환자인 의료서비스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의

2.1 진료를 받을 권리

료서비스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서 자세히 논
의하기로 한다.

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이든 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선택하거나 혹은 진료거

2.3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를 해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12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다. 특히 응급의료서비스종사자는 응급환자에

2.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대하여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비밀을 누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응급의료에관한법

설해서는 아니 되며(의료법 제19조), 환자의

률 제8조) 응급의료서비스소비자는 응급의료

기록물에 대하여 타인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다른 환자보다 우선적인 의료조치를

부정해야 한다. 다만 환자 자신이나 환자의 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정대리인 등에 의한 기록열람권은 마땅히 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정되어야 한다(의료법 제20조). 의료인은 여기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응급

서 열거한 이들 의무에 위배한 경우, 의료법이

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점에서 응급의료서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벌칙규정에 따

비스소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라 일정한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
안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의료

2.5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인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
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

의료서비스소비자는 민법에 의해서도 폭넓은

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받는다. 즉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

그 환자를 적정한 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

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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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민법의 이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은 “과민

이러한 배경 하에 연세의료원에서는 1993년

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

3월에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하고, 그 제6항에서

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모든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한 후에는 안정하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시행여부를

하여 과민성쇼크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의료

되고, 만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행위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유지

자가 사망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시키는 것일지라도 법률이 궁극적으로 보호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대판 1997.2.11. 선고, 96

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유지가 아니라,

다5933 판결).

환자의 자결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
에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환자의 결정이 비
합리적일지라도 그 환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Ⅲ. 의료행위의 성질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이제 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
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단
순히 진료한다는 위임관계에서 변화하여 환자

3.1 의료행위의 성질변화: 위임관계에서 계약
관계로

와 의사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로 보게 되었
으며, 모든 의료행위, 특히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한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를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환자에

하기 전에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내

게 가장 유리한 의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환자로

권리와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라는 醫療父權主

부터 의료행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사의

義(medical paternalism)적인 사고방식이 1970

의무가 되었다. 이로써 오늘날 모든 의료행위

년대 이후로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

는 원칙적으로 의료계약에 따른 법률행위이며,

라, “의료와 이에 관계되는 모든 결정은 환자

그 결과 의사는 환자에 대해 시술을 하기 전

의 자율에 따르고, 그 책임도 환자 스스로 진

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환

다”고 하는 患者主權主義(patient sovereignty)

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환

이러한 변화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전제로 의

자의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료서비스소비자는 진료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

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는 이점이 있으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의사와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부수될 수 있으

소비자는 동일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

므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전단적

하고, 의료서비스가 신뢰재이기 때문에 소비자

(專斷的)인 결정을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것

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반드시 합

이 오늘날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부합할 수 없

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문제점이

기 때문에, 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 의료서

의사를 존중하여 의료상의 결정에 환자를 참

비스가 위임관계일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

여케 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며, 세계적 추세

나 발생의 원인이 위임관계에서는 의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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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의한 진료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보장

3.2.2 자기결정권의 근거

되지 않고 계약관계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우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함께 진료선택권은 주어지나 의료서비스소비

다르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자인 환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선택권이 바

인정하며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자율적 의사

르게 행사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

에 따른 행동능력을 가졌다는데서 출발한다.

서 이러한 신뢰재의 성질을 갖는 의료서비스

즉 인간이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에 대한 소비자의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통제능력과 이에 따른 합목적적 행동

발생하는 많은 소비자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능력에 의해 본능적 행동양식으로부터 광범위

을 강구하는 것이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꼭

하게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행위에 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 올바른 지침을 자신의 통찰력으로써 발견
하고, 또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3.2 의료서비스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혼자서 독

3.2.1 자기결정권의 의의

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개인에게 속한 권리나

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 인간은

의무를 그 자신의 책임아래, 그 개인의 자율적

자신에게 주어진 객관적 사정에 그대로 따르

처분에 맡기고, 국가는 그에 관해 간섭을 지양

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종해 나가면서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꽃피우게 하고자 하

그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

는 데 있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을 이런 의미로

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생존의 필요

이해한다면, 현행법에서도 인간의 자기결정권

불가결한 전제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생

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

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동물처럼 본능에 따

할 것이다(허일태, 1997, p. 404). 즉 피해자의

라 행동해서는 안 되고, 타인과 공존해야 하는

승낙에 의한 상해는 죄가 될 수 없으므로, 환

자신의 책무를 유기해서도 아니 된다. 즉 인간

자의 승낙에 의한 수술도 역시 죄가 될 수 없

의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한편으로 사

음은 물론이다.

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건강회복과 그 증

다른 한편 인간은 동물이 아니므로 동물과는

진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한다. 그러나

달리 인간 자신의 능력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

비록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가 해당 환자를

야 할 책무도 지니게 된다. 인간은 이런 이중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의료행위를 한다 하더

의 책무를 지닌 이성적 존재로서 인격의 주체

라도, 그 해당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의

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보호해야 할 존귀한 가

이익인가는 환자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

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존

제이다. 그러므로 환자를 위한 의사의 의료상

엄성이란 것은 사회적 책무를 지닌 주체적 인

의 결정을 환자가 자기를 위한 결정으로 받아

간이자, 자신을 꽃피울 개인적 책무를 지닌 주

들이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이런 점에

체적 인간으로서 바로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

서 의료행위의 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

는 주체적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권을 보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허일태, 2001, p. 38). 이러한 인격성은 소비자
가 자신의 책임아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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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범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의무이다. 환자가 자기의 질병에 대한 객관적

는 데에 있다.

사정을 알아야만 합리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

결국 인간은 자기 특유의 자율적 생각과 체

할 수 있기 때문에, 醫師의 설명의무는 자신의

험에 의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구상하고, 의사

건강 문제, 특히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는 환자

를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자라는 점에서,

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의사의 설명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의사는

의무의 정도가 환자의 질병과 그 질병의 심각

환자의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승인하고

성 정도에 달려 있는 문제일수도 있으나, 생사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 달린 질병이거나 예후(豫後)를 보장할 수
없는 질병일수록 의료서비스제공자(의사)의 독

3.2.3 자기결정권의 내용

단적인 판단으로 치료행위여부를 결정해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를 의뢰한 이

안 되고, 환자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할

상, 그 의뢰에는 현대의료수준으로서의 수단과

것이다(김경화, 2001, p. 86). 그런 점에서 환자

방법, 기술 그리고 경험으로 시행하여 달라는

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례

하는 기초로써 의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중요

이다. 그러므로 개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성을 갖는다. 그 때문에 모든 치료행위 뿐만

의료행위의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일일이 환

아니라, 수술행위를 할 때에도 의사는 환자에

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게 성실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요구되고, 그와

그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같은 설명을 듣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할 수

중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환자의 결정 즉 환자의

반드시 의사가 자세한 설명의무를 다한 후에

자결권은 의사의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환자의

에 앞선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가 수반될 수 있는 시술

이런 취지에서 의사가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

의 경우에는 환자의 인격성의 전제가 본질적

에게 의료의 의의와 범위 및 그 위험성에 대

으로 침해될 수 있어, 그 침해의 허용여부는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

오직 그 인격의 주체인 환자 자신의 자율적인

며, 따라서 의료 상 과실의 문제에 있어 설명

결정권에 의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의무위반은 의사가 그와 관계된 민․형사사건
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때문에 의사의 설

3.3 의사의 설명의무

명의무위반은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로서 법
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

의료서비스소비자, 즉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설명의무가 전

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올바르

제되어야 하므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

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필요하고 충분

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 설명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3.3.1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한계

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결권과 관련해서 규명해야 할 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 나쁜 결과 발생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의사의 설명

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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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

대하여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자유의사

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

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

사의 의무이다. 이 조언의무는 환자를 치료하

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

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이를 경과설명의무라

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

그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의학적으로 필요

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하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

할 의무와 특정 증상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

포함한 위급한 위험에 대한 충고를 해야 할

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

의무이다. 의사는 이런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

된다.

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
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3) 설명의무의 범위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의사는 환자의 병상에 대한 내용과 그 정도

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를 통한 예후가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2.10.25 선고,

능성도 말해야 한다. 특히 위험을 동반하거나

2002다48443 판결).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
한 설명도 빼놓을 수 없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3.3.2 설명의무의 유형과 범위(김민중, 1991,

속한다.3)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질병에 대

p.142; 김천수, 1994, p. 127; 정규원,

하여 현대 의학적 차원에서 왜곡됨이 없이 이

1999, pp. 117-118)

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설명의 범위와 내용이 최선이 될 수 있는

(1) 고지의무
의사는 진단에 대한 소견을 환자에게 고지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고지는 환자 자신이 받게 될 치료의 내용이

3.4 환자의 동의와 의사의 주의의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이
유는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4.1 환자의 적법한 동의
적법한 동의의 요건은 첫째로 의사는 환자에
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2) 조언의무

되는 범위에서 필요․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

여기서 조언의무란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

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인지에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의 동

3) 비록 환자 측에서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을 숙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하
여 의사와 병원 당국에 하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
취담당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수술,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고 볼 수 없다(대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참조).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2호 (2006년 6월)

185

의이어야 한다. 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것

그러나 의사에게 지나친 치료 의무를 부과하

이 동의대상과 정도에 따라 적법한 동의가 아

게 되면 자칫 진료기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닐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법적 책

즉 의사에게 진단이나 치료에 관해서 뿐만 아

임을 면할 수 없게 만든다. 예컨대 환자가 자

니라, 누구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

신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권에 관해 의

도의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해당의사는

사의 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의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는 형법상 용납하지 않은 불법적 동의이고, 해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게 되며 이는 결코

당의사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죽음에 대해 승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낙이나 촉탁살인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비록

일반적으로 승인된 의학상의 준칙에 따라 합

적법한 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의사의 의

리적 판단에 의해 진료하거나 또는 치료목적

료과오가 있을 경우, 의사는 민․형사상의 책

을 실현하기 위한 처치 및 위험에 대하여 이

임을 지게 된다. 특히 환자의 동의없는 치료행

러한 준칙을 충분히 고려해 넣어야 한다(김신

위는 전단적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규, 1991, pp. 60-61).

의 요건이 발생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하
고, 신체나 생명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1) 진단의 경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
종의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여부

3.4.2 의사의 주의의무

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그러

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므로 진단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

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있는 의료행위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

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

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예

사는 치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

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3.1.24. 선고, 2002다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수준은

3822 판결).

진료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

(2) 전신마취의 경우

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

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

는 순환기계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

할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장이다(대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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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시술에 앞서

다.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의료사고를 야기한

마취시술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

의료인의 교도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의료

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 상

인에게 자격박탈이라는 치명적 명예손실과 함

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께 경제적 불이익도 뒤따르게 된다.

의사는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

이러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두텁게 보장하

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는 원동력이 되며, 의료소비자인 환자 측에서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1.3.23. 선고, 99다

보면 자신의 의료서비스소비자주권을 실현하

48221 판결).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3)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인 경우

3.5.1 의사의 형사책임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

의사가 환자 자신의 승낙이나 촉탁에 의해

아(巨大兒)로서 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날 때

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

에는 분만 직전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정상의

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252조에 의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런 마비증세는 정상분만에

승낙이나 촉탁살인죄에 해당되어 형벌이 근본

의하여 거대아를 출산할 때 나타날 확률이 높

적으로 감경된다. 즉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

은가를 따지고, 위 증세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

5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인데 반하여, 촉탁

제되었을 가능성의 유무를 살펴야 할 의사의

살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는

주의의무를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

의사가 생존의 가능성 있는 환자를 의도적으

라 담당의사는 임산부의 임신 당시 정기진찰

로 안락사 시킨 경우에는 일반살인죄에 해당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제왕절개수술

대법원 판례는 환자의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면 의료과

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실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6.11.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 등이 치료중단 및 퇴원

선고, 99다3709 판결).

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담당
4)

3.5 의사의 법적 책임

전문의 등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등 의료과

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정당한 것인지에

실이 인정되면, 의사는 민법상 환자나 그 가족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되었던 의료

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

인이 환자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치할 수 없음

한 환자의 진료도중 의사의 부주의로 치료환

을 일깨워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허일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2002).

된다. 우리 법제는 영미국가와 달리 과실치사
도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
4) 의료분쟁에 관하여 그 배경과, 법원에 의한 해결, 의사회에 의한 해결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해결방식 등에 관해 자세한 문
헌은 한귀현(역), 의료의 법률학(법제연구원, 2004년), 26-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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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의사의 민사책임
대법원은 의료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
한 기준으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를

Ⅳ.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소비자
주권 확보 및 향상을 위한
토대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의사의 주의의무의 해
태로 인하여 발생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

오늘날 의료서비스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의

한 권익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이들 사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전단적 의료처분을

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허용하는 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발전하였다. 따

달라진다. 그리고 이 때의 인과관계는 순전히

라서 환자인 소비자는 앞서 논의된 권리를 가

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임은

진다. 사실 종래 의료인의 전권에 속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았던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일방적 의료행

즉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의료전문인인 갑이

위는 오늘날 극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에서 의료서비스소비자

있는 선장골절상과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치료권이 대등한

등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환자를 제때

것을 전제로 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

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轉院)

료할 의료인을 선택하고, 원하는 수준에서 적

시켜 확정적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

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능동적으로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명율(救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분

命率)이 50%라면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

야의 소비자문제도 소비자의 기본권, 특히 소

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대판

비자주권이 핵심이고, 그것의 개념과 내용은

1989.7.11. 선고, 89다카26246 판결), 해당의사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 일반과 본질적

가 환자 측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유사

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사례로 신생아가 조산아 등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소비자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소비

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직후부터

자주권을 가진다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육기 등에 의한 적절하고 집중적인 소생, 보

행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분

육을 받았더라면 생존 할 가능성이 500% 정도

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하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의사에게 민사상

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점은 일반 소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1995.4.14.

자들이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사실상

선고, 94다29215 판결). 이처럼 환자가 의사의

아무런 차이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주권을 정

규범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학적 의미의

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이 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발생간의 관계가 100%

요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합치할 것을 요구하지만, 의사가 적정한 조치
를 취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

4.1 의료서비스소비자의 연대

이 50%가 되어도 법적 책임을 지는 데에 충
분하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소비자는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
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조직망을 전국적으로
가져야 되며, 또한 각 지역마다 하부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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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별로 권익단체를 조성해야 한다. 이미

스를 극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

의소연이 구성되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해서는 우리 의료소비자 개개인의 깨어있는

더욱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며, 개별적 질병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힘을

관련한 의료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이

합쳐 단합을 해야 그 효과가 증대 될 것이다.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2000년 의료분쟁이 막바지에 달하였을 때,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고, 불량한 의료인의

응급실마저 폐쇄해 버리는 의료인들의 집단적

퇴출을 위한 활동 및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한

행동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연대 내지 단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의미와 다를

체를 각 지구별로 구성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

바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소비자

주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

국민연대가 창립되었음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할 것이다.

5)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인들의 집
단적인 행동으로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주권을

4.2 의료서비스정보의 공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해마다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의료보험의

소비자가 고도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

수가를 조작하거나 환자진료의 수를 조작하는

기위해서는 의료서비스제공자인 의사가 일정

방법 등으로 의료보험회사에 엄청난 부담을

한 자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생산이 소비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을 내고

를 창출한다는 가설이 이미 설 땅을 잃은 지

있는 일반 의료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게

오래 전의 일이 되었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생

된다.

산과 소비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바람

그리고 의사의 오진율은 우리나라에서 정확

직한 의료소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생산할

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수 있는 핵심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은 오늘날

만 하더라도 내과의 경우 20-30%를 육박하고

기업의 흥망성쇠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오진율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재화의 생

그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산원가절감이나 공급확대가 그 재화의 시장균

의사의 오진이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형가격을 낮추고 균형공급/수요량을 증가시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실한 의사가 의료인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게 되어 소

으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진찰하고

비자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의

치료하였더라면 오진에 의한 부당한 진료율은

료서비스의 경우는 공급의 확대, 즉 의료서비

근본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스제공자(의사)를 증가시킴으로 의료서비스소

이러한 관점에서 불량의료인과 불량의료서비

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혜

5)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주인되는 복지 국가'라는 모토로 의료 소비자 국민연대(이하 의소연) 출범식이 2004년 9월 19일 (일) 세
종 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관련 시민단체, 의료서비스 소비자,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소연 창립
을 축하해 주었다. 의료서비스소비자 국민연대의 창립배경: 우리 사회에 수많은 시민단체는 많으나 의료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시민단체는 거의 없었다. 의료는 그동안 감히 손 댈 수 없는 접근 금지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의 흐름이 변하여 만
성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의료비는 앙등하여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나 한국은 의료독점
이 심각하여 의료 상품은 2가지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현실 사회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찾고자 함이 의소연 창립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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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허상에

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맹, 한국YMCA

불과하다 것을 경험하고 있다. 다만 10～20년

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

전과는 달리 1년에 6000명가량 배출되는 의료

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건강, 의료, 의약에 관

서비스제공자의 계속적인 증가가 장기적으로

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불만을 상담해 의료 소

는 의료서비스 시장에 의료서비스제공자들 간

비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의료소비자정

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소비자의 의료서비

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스 선택행위가 의료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서

또한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서

비스제공능력, 그리고 현실적 서비스상태의 개

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관과 담당

선을 촉진시키는 결정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의사를 쉽게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반소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자가 전문의료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인이

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의료의 정보 비

자신들의 능력과 자격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에 관한 일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적극 홍보할 수

적 지식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

있는 시스템의 마련도 요구된다. 현재 한 달에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질병

두 차례로 제한돼 있는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에 대해 누가 전문가이며, 의료수가를 비롯하

광고 제한과 광고 내용이 2006년부터 대폭 완

여 교통편의 등등에 관한 지극히 일반적 정보

화될 예정이며(염강수, 2005) 이는 의료서비스

에서부터 전문가적 수준의 의료상식에 접할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선택의 폭

수 있는 의료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각각의 질병을 치료할

고 사료된다.

수 있는 의사가가 누구이고, 그 병의 진료를
받았던 사람의 숫자와 함께 치료의 성공률을

4.3 의료소비자에 대한 교육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
한 입원료를 포함한 의료비용을 객관적으로 예

의료서비스분야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

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의료서비스소비자 개인이 할

그 어떤 분야보다도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료소비자 모두가 서로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소비자권리의 보장

연대하여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적극적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참여와 권리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러한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보

러나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공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부 특히 보건복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지속적이고, 체

지부와 의료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계적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주권에 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가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할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료라는 것은 이미 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

문 의료인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

비자 중심의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소비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의료서비스소

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연맹, 한

비에 대해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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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런 현실에서 무작

로서 알려주고 치료에 관한 환자의 동의를 얻

정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소비주권이라는 추상

어야 한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과거의 수직

적인 권리만을 알리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

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그러므로 소비자도 의료서비스 일반에 대해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의사의 치료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소

설명의무는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비자교육을 해야 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환자가 받는 불이익을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인이 의료서비스를 소비함에 있어서 알아야

오늘날 의사에게 새로이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

할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도 중요하고 이것이 실효성있는 소비자교육

소비자에게 의료인의 잘못된 치료에 대한 손

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배상 또는 형사벌이나 행정벌(면허취소나

더 나아가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

일정기간의 병원개원 정지 등)을 가할 수 있

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만, 고혈

는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

압, 당뇨와 같은 질병은 이에 대한 기초 상식

시하고 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쉽게

과 사전예방을 위한 기초 지식을 의무교육기

소비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간 중의 교과과정내용으로 반영하여 모든 예

능력 있는 의료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하고

해야 할 것이다.

방대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보화시대에

4.4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소비하
는 시점에서 필요한 소비자정보를 가장 신속

과거에 소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불만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며 소비자

을 느끼거나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원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이 직접 의사나 병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창구

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를 통하

가 될 수 있다. 사실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전

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

문적인 내용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한다는 것

송은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

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

라 전문성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성이 희박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실력행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

에서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사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사의 설명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때 상당부분 해소 될

사 통계기관이 없어 의료분쟁의 발생실태에

수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과 학설에 의하면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1990

의사는 모든 환자들에게 수술 등을 포함한 모

년에 병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든 치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사건 수는 84건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179건,

러한 의료를 환자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1997년 339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

있음을 포함하여 의료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며, 1997년 3월에 있었던 의료개혁위원회 공청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는 것을 문서화된 정보

회 자료에서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연간 약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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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건이고 분쟁해결비용이 약 900억원으로

성이 높으며 법적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추정된다고 한 것만 봐도 의료분쟁이 중요한

여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걸릴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 과다하여 소비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분쟁은 의사의 과잉진

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매우 적다.

료나 방어진료를 유도하게 되어 의료서비스소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주권이

비자의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실현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소

을 증가시키므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

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의료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의료

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정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역부족인 형편

의 생명과 신체침해를 고의나 과실로 현실화시

이다. 1999년 2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한

킬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

구제를 위한 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

되어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일반

게 되었으나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에 비해 신뢰재인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

을 처리하는 경우 조정위원의 의료에 관한 전

어 보아 조정을 통하여 양당사자가 승복할 수

문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을

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일조정법안의 제

료분쟁의 조정기능보다는 민원해결차원의 조

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와 법적소송

정성격이 강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정의

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조정전

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치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기능이 유
명무실해질 뿐 아니라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4.5 불량의료인과 불량의료행위의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
6)

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은

불량의료인의 퇴출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의료전반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야 한다. 그리고 선의의 의료인에 대한 피해가

중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1개장 7개 조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기준

항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의료분쟁을 효율적

과 평가가 요구된다.

으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하겠다. 당사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은 불

자 간의 합의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량의료인을 의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때

는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에 가능한 것이다.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

으로 검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더라도 현대의술에 따른 능력이 미치지 못하

기구가 없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 단

는 의료인은 물론이고, 중대한 실수에 의한 의

계까지 당사자 간의 이해갈등이 심화될 가능

료사고유발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인이

6) 1981년 12월의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에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997년 까지 총 25건에 불과하였고 이 중 2건만이 조정이 성립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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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주권 실현방안 연구

라면 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의료사고를 발생

활동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시장에서 퇴출시킬

권익 차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때,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의료서비스 분야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입

에서 환자의 의료소비자주권은 생활용품의 소

각하여 퇴출해야 될 의료인의 기준설정과 함

비재에 대한 소비자주권의 외연과 내용에 있

께 누가 그 기준을 심사하고 불량의료인인지

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 여부를 냉정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환자의 의료소비자주권은 통상적인 소비자주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소비자

권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없으며, 단지 차이점

의 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권익

이란 일반인은 전문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의

옹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여가 생활용품에 대한 그것과 차이가 있다

불량의료인과 불량의료행위의 퇴출은 현재의

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태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이런 점도 소비자주권의 일반론적 관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일반 재화처럼 소비

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

자의 선택에 의해 재화의 시장에서의 존속여부

다. 개별적인 소비자가 생활용품이나 일반서비

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자신의 소비자주

서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완전한 정보이다. 앞

권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

서 살펴보았듯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

기에, 개별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그것에 적절히

자문제는 상당 부분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단체를 결성하고 정보를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수집하며, 대응방안이나 대응수단을 공동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연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소비자의 그것과

야하고 의료서비스 정보의 공개가 추진되어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하며 의료소비자를 교육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

사정이 이렇다면 소비자주권은 생활용품의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선은 정부가 주체

소비재에 국한된 소비자주권만을 말하는 것이

가 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생

아니라, 교통, 정보, 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교

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육, 문화 등 소비자와의 이용관계가 직접적이

소비자선택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되어 시장의

고 현실적인 것들을 망라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래 기능에 의해 불량의료인과 불량의료행위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주권의 정체성

가 퇴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 내용과 한계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종래

시각에서 볼 때 항생제남용병원에 대한 정보

처럼 지극히 편협한 생활소비재 등의 소비자

공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주권에 만족하지 말고, 소비자주권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더 나아가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가 생산자에
대헤 무조건적으로 우월적이거나 절대적 권리
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종래에 생산자 위주의

소비자주권에 관한 문제가 재화와 서비스의

권리를 극복하고, 양자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자의

지키고 유지하며,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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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생산자
와 소비자 모두가 보다 한 차원 높은 품위 있

김신규(1991), 형법상 의료과실의 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소비

김준호(2000). 민법강의, 법문사.

자는 생산자의 생산품 하자나 불량서비스의

김천수(199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

이행을 방지하고, 또한 생산자도 이에 응하여

명의무,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함

대판 1989.7.11. 선고, 89다카26246 판결

으로써 소비자 일반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물

대판 1997.2.11. 선고, 96다5933 판결

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양쪽의 윈윈작업으

대판 1999.6.11. 선고, 99다3709 판결

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판 2000.1.21. 선고, 98다50586 판결

무조건적인 소비자주권의 극단화는 결과적으

대판 2001.3.23. 선고, 99다48221 판결

로 생산자 내지 서비스제공자의 의욕과 이익을

대판 2002.10.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극도로 저하시키며, 급기야 생산자의 공멸을 자

대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에게도 치명적인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이상돈(1998), 의료형법, 법문사.

물론이다. 따라서 모든 재화나 서비스제공자에

정규원(1999),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자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겠지만, 그 행사의 한계는 생산자
로 하여금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정되는 한계를 내재적으로 가져야 될 경우도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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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plishment of consumer sovereignty
in medical service area
Heaseon Kim*
Abstract
Now consumer rather can choose a good medical service on his own initiative than simply stays as
a subject of medical personnel's treatment. As a nature of patient-medical personnel relationship
changes to a contract from an authoriz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self decisive power that
consumer chooses and consumes an appropriate medical service under his own responsibility. Medical
treatment requires a consumer's agreement. And here consumer's agreement means that consumer
chooses a medical service with sufficient information given by doctor's responsibility about
explanation.
However, consumers need to be united to accomplish consumer sovereignty in medical service area.
In addition, diverse information regarding medic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consumer education which helps consumer by teaching basic knowledge which is needed to practice
a righteous self decisive power in consuming medical service, should be offered.
It is also suggested to legislate a dispute mediation law for medical service, and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which eliminate a delinquent medical personnel and service.

Key words: consumer sovereignty, self decisive power, doctor's responsibility, consumer'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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