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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The development of remote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IT) to take advantage of it to improve patients’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will be able to mitigate a weak region in medical
treatment expected. This enables a new level of patient-centered health care is expected to open
the chapter. Combined with a variety of health care services and related IT equipment and technolo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may seek to promote. But it is true that a
considerable problems coil themselves. Take care is delivered to a remote network doctor’s judgment is made only because the levels of safety are important. The telemedicine connection in order to give patients and physicians because it requires the terminal and cost of the program is a
problem. Korea has a large hospital and displacement phenomenon desired anymore, telemedicine seems likely that it is fueling it. Therefore, the utmost care and telemedicine needs to be
phased approach. We define the current telemedicine and medical law in its internal relations, but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s and the scene takes place in the absence of legal relationship, not a
medical act information network by using a special form of non-face-to-face contact in terms of
institutional, in red, the environment. This can not be denied that the constraints. In this paper,
the current development of telemedicine subject to potential legal nature of the infinite, and civil
liability malpractice medical corporation through which to examine the issues and try amendment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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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원격의료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
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택진료, 그리고 원격화상회의, 그 밖
에 원격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PACS), 원격 영상진단, 가상병원 등이
있다.

활동’으로 정의된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원격의료는 1959년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과 112 마일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한 것을 효시로 꼽고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

있다. 이후 여러 원격진료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수익성 등의

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원격진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오지나 도서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영상, 동영상,

지역과 같이 첨단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부터, 가

환자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서비스를 전달하

정에서의 치료(home health care), 장기요양 환자(long term

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care), 또 교도소나 군대와 같은 특수 지역까지 텔레메디신

원격의료의 응용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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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혜 범위는 광범위하다.

SB Seo

원격의료는 갈수록 의료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해질 것이며

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개념

원격문진, 원격상담, 원격간호, 원격처방, 원격수술까지도 가

정의가 아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

능하게 되는 효용성 측면에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

술이나 치료법을 도입함에 유동적이고 용이하게 적응하려는

해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용이, 진료상의 편의

것임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원격의료행위 자체도

증진, 새로운 의료시장의 창출, 민간의료비의 절감, 국민건

해석적으로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강 향상 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1

원격의료의 개념

그러나 그 제도적 명확성이나 구체적 실효성 등에 대하여

원격의료(telemedicine)의 일반적 개념은 학자나 기관, 각

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 물론 원격의료제도는 우리

국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정의에 의하는데 세계의사회가

나라에서 2002년 3월에 의료법에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1999년 채택한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좀 더 세부적

대한 성명”에서는 원격의료란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

인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전면적인이 아닌 제한

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기록·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

적 허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할 여지는 남겨두고

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라고 정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원격의료의 법적 검토사항

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원격의료를 “임상측면

과 이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활동에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

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원격보건(telehealth)과 구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격보건은 정보통신시스템을 건강증

원격의료의 법적 개념

진 및 예방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현재 실정법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행위의 개념

에서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우선 의료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격의료행위 자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가 의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가를 검토하여야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

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원격의료가 의료행위를 본질적 속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으로 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

법적 근거로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면접촉을 통한 의료

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개

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념은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방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

한 비대면접촉을 하는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는 2002년에 기

는 것으로서 환자를 위하여 의사·약사·간호사·조산사·

본조항(의료법 제30조의 2)과 전자의무기록(제21조의 2), 전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관계인이 시행하는 각종 시

자처방전(제18조의 2)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2003년에

험·검사·투약· 주사·치료·수혈·처치·수술 등 진단

시행함으로써 적법한 의료행위의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그

및 치료행위 전체라 할 수 있다. 이는 병상을 진단하고 치료

러나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의 추이와 법적 책임에 관한 명확

하기 위한 행위 중에서 의사에 의해 국한되어 주로 시행되어

한 기준이 없고 시설과 장비문제 등의 표준화, 세분화가 없는

2

진다라고 하는 진료라는 개념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

제한적이고 실효성 없는 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근거는
있으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명맥상의 유지는 오히려 원격의
료의 장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 등 의료인이 각자의 의무, 즉 의사의 경우는 의료와 보건

현재에는 원격의료 전면 허용과 관련하여 의료법개정안이

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19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 법안으로 상정한다라는 기대속에

의료 및 한방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및 신생아 등에

보건복지부가 2010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던 원격의료 도입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

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정보기술(IT)을

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을 위하여 행하는 모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

있음에도 보다 확실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니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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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3)
Wellness군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위

e-Health

e-Health는 인터넷과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통해 전달되
고, 개선되는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참조하는 의료정보과학,

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운동량, 칼로리 섭취량, 스트레스 등을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리되는 것으로 서비
스가 확대되고 있다.

공중보건, 관련 사업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분야이다. 넓은 의
미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국

원격의료의 유형

지적, 국부적,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격의료의 종류를 세계의사회는 1) 원격지원(tele-assis-

심적 상태, 생각하는 방법, 태도,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글로

tance): 의사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벌한 사고의 정도를 의미한다. e-Health는 의료 및 관련 사업

놓여 있으며, 현지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사

절차의 접근성, 효율성, 효과성 및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이의 상관관계, 2) 원격감시(telemonitoring): 혈압이나 심전

산업에서 적용하는 인터넷 및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말하며,

도 같은 의학적 정보가 환자로부터 의사에게 전자적인 방법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조직, 개업의,

으로 전달되는 것, 3) 원격상담(teleconsultation): 환자가 인

환자 및 소비자들이 이용한다.

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사로부터 직접 의료
정보를 얻는 것, 4) 의사와 의사 사이의 상호작용: 환자와 물

u-Healthcare

u-Healthcare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의료소비와 공급이 이루

리적으로 함께 있는 의사와 의료상의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전
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지는 상황을 총칭하며 고객(환자)의 생체 및 행동정보를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실시간으로 측정, 전송, 저장, 분석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있는데 1) 의사 등 의료인(의료기관)과 의사 등 의료인(의료

과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u-Healthcare의 상용화가 가능해

기관) 사이의 원격의료, 2) 의사 등 의료인(의료기관)과 기타

졌으며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 생애를 통해 축적됨에 따라 의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사 없는 의료관련기관) 간의 원격의

료서비스가 단발성 질병치료(disease care)에서 평생치료(life-

료, 3) 의사 등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기타 의료인 및 보건

care)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의료인(의사 없는 의료관련기관)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 4)

u-Healthcare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자유롭

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 등

게 이용하며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u-Health-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원격지나 현지

care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지 모두 진료가 가능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의료기

u-Healthcare의 서비스 유형은 u-Hospital군과 홈&모바

관을 말하며 기타의료인은 조산사, 간호사 및 관련의료인을

일 헬스케어군, 그리고 Wellness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지칭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이는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의 개

된다. 1) u-Hospital군은 의료기관의 모바일화와 의료기관

념을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간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사업이 핵심으로 비접촉식 인식시

원격의료 시행현실과 법제사이의 괴리는 있다. 따라서 이를

스템인 RFID를 환자, 의약품 등에 부착하여 의료서비스의

통한 법률적 관계와 정확한 입법적 해석이 필요하다.4

오류를 막고 속도를 개선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로 건강상담
및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소외지역에 이동

원격의료계약관계의 법적 성질

형 병원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유비쿼터스 솔루션
(Smart Card, Wireless Communication, personal digital as-

원격의료계약관계의 성립

sistant,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활용하여 Any-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는 보통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time, Anywhere Computing 환경을 제공)을 병원정보시스템

이러한 의료계약은 문서 등과 같은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에 접목하여 의료진 및

않으며 계약당사자, 즉 의사와 환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시스템이다. 2) 홈&모바일 헬스케

되는 불요식·낙성계약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약은 의사

어군은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환자 모니터링서비

가 당시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에 따라 환자의 병상을 진찰

스가 주요 유형으로 만성질환자의 혈당, 혈압 등 생체정보를

하고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치료하기

가정, 요양원 등에서 측정한 후 운동·식이·투약 등 원격서

로 하고 이에 대하여 환자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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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

러나 무명계약설의 입장에서도 원격의료의 특성상 환자가

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무보수의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정 전문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고

5-8

가능함은 물론이다.

환자가 선택한 특정 전문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

원격의료과정에서 원격지의료인과 현지의료인 또는 환자

택한 의사에 의해서만 진료가 행해질 것이 요구되며 자신복

는 원격의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원격의료행위를 시행

무 원칙, 복임권제한 등의 내용은 위임계약설과 같다고 한다.

하게 되며, 이후의 원격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
는 이 원격의료계약을 시발점으로 해서 검토하게 된다. 일반

준위임계약설

적으로 의료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일본의 통설로서 의료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무관리

않지만 환자의 진료신청에 따르는 의료기관(의사)의 신청접

에 대한 위임으로 보지만 통상 위임은 무상의 원칙이 적용되

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좀 더 구체적 법적 성질을 구분하

고 특약이 없는 한 유상이므로 병적상태의 의학적 해명과 치

면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료행위라고 하는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준위임의 성질
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원격의료계약관계의 법적 성질9-12

이용해서 무상으로 제공되어 진다면 오히려 위임계약에 가
깝게 접근될 수 있는 입장이다.

위임계약설

의료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할 뿐 일의 완성을 목적

기타 학설

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재량사무라는

의료계약을 의치제작이나 성형수술 등의 일의 완성을 목

점과 또한 직업적인 수임행위에서는 유상성이 추정된다는

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도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고 보는

점에서 위임계약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의

도급계약설, 의사가 환에 대하여 치료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

료의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의료행위가 반드시 의사

정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의 절대적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고, 위임의 성질상

성립된다고 보는 고용계약설,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

위임인(환자)의 지시가 있을 때 수임인(의사)은 반드시 따라

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통상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 즉

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특정 전문

노무제공형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 독립계

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고 환자가 선

약설 등이 있다.

택한 특정 전문의사나 특정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택한 의사
에 의해서만 진료가 행해질 것이 요구되므로, 수임인인 특정

소 결

의사는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자신복무의 원칙과 민법

의료계약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결국 질병의 완치를 목적

상의 복임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면 위임계약설이 타

으로 하기보다는 임상의학상의 지식기술을 구사하여 가급적

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신속히 환자의 질병의 원인 및 병명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시
기적절한 치료행위를 하는 사무처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

무명계약설

다. 따라서 현재로선 의료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무명계약이란 법률에서 일정한 명칭을 붙여 규정한 전형

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계약 또는 유명계약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

효력이 생기는 위임에 준하는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

는데 의료계약은 인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특별한 목적행

반적으로 위임에 있어서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관계는 수임

위이므로 위임에 있어서의 사무의 개념에 맞지 않다고 보는

인의 인격·식견·지능·기량 등에 관한 특별한 대인적 신

견해이다. 또한 위임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뢰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도

을 해지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의료계약은 의사의 임의 해지가

그대로 적용된다.

어렵고 잘못된 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보수청구권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다만 입법론으로서 의료계약을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
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

원격의료계약의 효력

계약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법상

의료계약이 성립하면 의사는 진료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의 전형계약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서 파악한다. 그

환자는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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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환자의 보수지급의무는 의료계약의 중심적 내용이며

것으로서 2가지 경우의 그 귀결은 책임이라는 것으로 동일한

서로 대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의무 이외에

것이라 할 수 있다.17

도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비밀준수의무·

결국 원격의료과오책임에서 논하여야 할 사항은 고의에

진료기록의무·전원의무(轉院義務) 등과 같은 일정한 의무

의한 책임은 제외하고 과실이 있는가, 즉 주의의무를 위반했

를 부담한다. 그리고 환자 역시 의료비지급의무외에 의사의

는가의 문제, 설명의무위반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13,14

했는가의 위법성의 문제,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 원격

의료행위에 협력하여야 할 진료협력의무를 부담한다.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 누가 어떻게 입증

원격의료과오와 민사책임

할 것인가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의료법과 입법론

원격의료과오
원격의료과오(telemedical malpractice)란 원격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4조 제3, 4항에서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원격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 및 원격의료기반기술의 수준

지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

에 따라 의사 등 원격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

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

리 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경우, 즉 원격진료를 행함

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현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에 있어서 원격의료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 하여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

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

과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서명인증기관의

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의 책임소재에

책임,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 원격의료기반시설 제공자(in-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15,16

데 대하여 책임의 해석상 여러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여기에서는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격지의사, 환자, 장비 간의 책임소재를 확정하기란 어렵다는

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문제점이 있다.13
우리의 실무에서는 종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의료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

제공자측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평가

일반적으로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은 의료과오에 관한 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의료계약이 수단채무적 성격이 강하여

행 순서와 같이 원격의료사고발생, 원격의료분쟁발생, 원격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가 반드시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의 제기, 원격의료과실 인정, 원격의료인의 손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입증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없

해배상책임 부담이라는 순차적 진행이 이루어진다. 원격의

으나, 불법행위책임이라는 표현상의 위하적 요소, 위자료의

료과오로 인한 책임이란 형사상 책임을 논외로 하고 민법상

명시적 인정 등도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의 손해배상책임 이론에 따라 원격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의 실질적인 구제수단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소위 ‘의료

말하며 크게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채무불이행책임

과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한 별도의

(민법 제390조 이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

근거를 마련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은 통상적인 의료과오보다 원격의료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즉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되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누구에게 원격의료과오가 있는지 환자측에서 이를 입증하

과실에 대한 기준, 즉 원격지의사의 지시 미준수, 환자 또는

기란 더 어렵다.

장비 결함, 인증장비의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

이 두 책임의 성립요건상으로는 귀책사유, 즉 원격의료인

으로 책임을 경감하게 하거나 현지의사나 환자에게도 책임

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다만 위법한 행위인

이는 원격의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18

가(불법행위책임) 아니면 의료행위의 불완전인 이행인 채무

그리고 최근 의료법개정안에는 진료정보 보호규정과 이를

불이행인가(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대표적인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내놓고 있지만 근

원격의료인의 위법한 행위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

거규정으로서의 명문화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는 설명의무위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즉 동의와 승

세부적인 개인진료정보 및 해킹에 따르는 대비책을 구체적으

낙을 받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의료행위의 불완전 이행

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19

의 판단은 의사의 의료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점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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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의료법상 문제점

이 필요하다.21
의료법 개정안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기본조항과 관련조항

이에 정부는 이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1) 현재 의사와 의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제34

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도

조 1항에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에 대하여 의료인 간의 원격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

자문, 즉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

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 제1

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나 원격처방, 원격

항), 2)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 원격검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원격지의사

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와 현지의사와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파악하여 고도의 전문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

적 의학지식이나 진료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해석

용하며(안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3)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보건교육, 의료행

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

정의 원격의료 내용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하며 이는 곧 원격의료 도입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34조 제4항 및 안 제92조 제1

할 수 있고, 원격의료의 인적허용범위를 의료인 가운데 의

항 제1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10월 29일

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입법예고 하였다.

제34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원격진료실과 그에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

따르는 시설, 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응급상황

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의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

이거나 재택일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어려움

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과 표준화가 세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0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보건의료 환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형

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태이므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의료를 법·제도가 따라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에 관한 법 규정의

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위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

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개정이유를 달았다.22

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정착이라는 정책
적 차원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

결

론

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하여도 현행 약사법 제50조에서 보
호자의 대리수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의약품 수령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보건의료산업 및
원격의료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의료의 질을

또한 원격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행위라고 본다

높이는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더 나

면 현행 의료법이라든지 원격의료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해

아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적,

킹 및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의 부재가 시급히

정책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해결 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경우 지속적인 생활 식습관 관리와

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

운동 및 혈압관리가 중요시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의 경

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우 주기적인 병원치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를 관리할 수

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시간과 공간에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상관없이 고혈압환자들이 스스로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전자의무기

원하면 할수록 그들의 사용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들

록에 대해서도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는 편리

규정은 개괄적이고 추상적 규정으로서 원격의료시행에서 발

한 단말기 등을 개발하고 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간편

생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침해의 다양한 경우 및 원격

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에 관여하는 전문가와 보조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

그러나 원격의료의 기술적인 측면의 변화와 발전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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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뒤늦은 법적 대응이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면 제도의 취지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사
회적제도나 조치는 관련 입법의 부재와 세부적이지 못한 추
상적인 근거 규정만으로는 시행착오의 반복만이 계속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원격의료의 법조항은 실제로 시
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유형들을 감안할 때 원격의료가 내
포하고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에 미약하다.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원격의료의 보험수가 적용, 개인정보
보호, 원격의료과오의 책임소재, 건강보험수가 문제 등이 그
렇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의사와 환자 간의 원
격의료허용에 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
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 질 높은 보건의
료서비스의 제공 등 보편적이고 대승적 차원의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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