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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는 각각 처방전과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의 대원칙인 직접 대면진료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판례도 원격진료와 같은
비대면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사태와 맞물려 일부 의료인 단체가 전화상담ㆍ처방, 한시적인
대리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 진료ㆍ처방
및 한의약 배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1) 이에 원격의료 도입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
려되고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가 보건의료서비스 개념으로 변질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격의료와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기
인한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오스트리아 역시 코로나19 팬더믹의 경우 원격의료에 처방진료
와 같은 법정 또는 사보험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고, 시범사업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
며, 오스트리아 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개원의사 진료지원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원격의료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전화상담ㆍ처방과 대
리처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든다.3)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대리처방이라는 용어의 오용은
의료의 기본 원칙인 ‘직접 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될 수 있다.
또한 대리처방 정확히는 ‘비대면진료’로부터 초래되는 의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의료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정부, 언론, 일부 의료인 단체가 사용하는 대리처방이
라는 용어는 그 개념정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리처방 및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처방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리처방과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유

1)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 3. 7.자 민원신청에 대한 2020. 3. 23.자 답변서에서 일부 한의원의 전화 상담을
통한 한약 배달 및 광고가 유인ㆍ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언론매체에 연
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Kronen Zeitung, “Ärzte: Voller Ausgleich für Umsatzentgang?”, 15. 04. 2020.
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20.3.2.),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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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의 법
적 의미 및 법률관계를 검토하며,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용어의 법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 주요용어 정의
처방전 :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처방전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교부받으며,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리처방 :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대면진료 :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매개체를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이며, 인적ㆍ물적 매개체의 개입에
의한 행위 일체를 의미하며,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없다.
원격의료 :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의료행위. 법적으로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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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처방전의 의의
1. 처방전 특성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치료를 위해 투여가 필요한 약제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하며,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와 진료 기관 또는 의사에 관한 정
보, 의약품 및 조제 시 참고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직접 대면진료”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행위
를 하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다른 의료 증명서와 달리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환자
에게 직접적인 건강 또는 신체 침해를 수반하므로 민ㆍ형사 책임 판단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된다. 따라서 처방전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이를 작성하
고 교부해야만 한다.4)

2. 처방전 조항의 개정 연혁
가. 2000년 의약분업 전(前)
구 「의료법」 제18조(진단서 등) 제1항은 발급주체인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 검안의사, 치
과의사 및 한의사와 발급대상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처방전은 의료기록의 일종으로서 다른 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의약분업 전 의료법
의약분업 전 의료법(제5454호, 1997.12.13.)
제18조 (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
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
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과도기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하여 1999년에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의무)를 신설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의 판단’ 하에 의약품처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방전을 환자에
4) 결론에 있어서 동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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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교부 또는 발송할 의무를 진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의사는 처방을 할지에 대한 결정 권한
이 있으며, 처방을 한 경우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 의무를 지게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5)
<표 2> 1999 개정 의료법
과도기 의료법(제6020호, 1999. 9. 7.)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의약분업 시행 후
1) 2002년 개정 의료법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처방전 발급과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목적
으로 「의료법」 제18조(진단서 등)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교부
하거나 발송’으로 개정되었고. 동법 제30조의2(원격의료)가 신설 되었다.6) 그러나 원격의료의
적용범위는 의료인과 격지 의료인간 의료지식 또는 기술의 지원이며,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의
료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표 3> 2002 개정 의료법
의료법(제6686호, 2002. 3.30.)
제18조(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
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
다)-----------. <생략>.

2) 2007년 개정 의료법
당시에는 법 문장의 한글화와 복잡한 문장 체계의 간결화를 목적으로 「의료법」이 전부개정
되었다.7)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처방전 수령자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
자,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동법 제18조

5) 개정안은 독일의 입법방식과 유사하다. 독일은 “의약품처방의무에 관한 법령”에서 의약품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
이 필요 없는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의사는 의약품을 자유로이 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방 의무 없는 의약품을 처방
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불 받지 못한다.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6) 법률 제6686호, 2002. 3. 30. 입법이유서 참조.
7) 법률 제8336호, 2007. 4. 11. 입법이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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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 작성 의무)에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인에 ‘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가 추가되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의약품
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에 한약사가 추가 규정되었다.
<표 4> 2007 개정 의료법
의료법(제8366호, 2007. 4.11.)
제18조(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
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
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
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3) 2015년 개정 의료법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무로서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가 신설되었다. 동법 제1항에 의하면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
여야 하며, 제2항은 응급사항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
신설과 관련하여 그 어디에도 개정취지를 찾아 볼 수 없으나,8)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
보의 확인)의 신설에 따라서 「의료법」도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2015 개정 의료법
의료법(제13658호, 2015.12.29.)
<신 설>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
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
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제337회- 보건복지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제사법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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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 개정 의료법
당시에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을 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의료기록
열람권자와 마찬가지로 처방전 수령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9) 또한 동법 제18조(처방전 작성
과 교부) 제5항을 신설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ㆍ교부한 경우 약
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는 동법 제17조를 개정하
면서 처방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동법 제18
조 제5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 및 논의도 없었다.10)
<표 6> 2016 개정 의료법
의료법(제14220호, 2016. 5. 29.)
제17조(진단서 등) ① -------------------------------------------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
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9년 개정 의료법
2017년 국회에서 현행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다.11)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12)
다만 2007년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의 대리수령에 대하여 고시 및 유권해석13)을 내린바 있
고, 이 규정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을 입법제안 이유로 들었다.14)
9)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개정 약사법 제30조 제2항에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10) 보건복지위원회 2016. 5.(의안번호 18695) 제안서; 제342회- 법제사법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11)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17. 4. 7.) 참조.
12) 법제사법위원회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및 제364회-보건복지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참조.
13) 2007. 2. 5. 보건복지부의료지원팀-869호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 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ㆍ노약자ㆍ영아ㆍ거동불편자ㆍ도
시산간벽지인ㆍ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
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진
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되어야 한다.’
2014.12.2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11호에 의하면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
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을 인정” 한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범위로 한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
리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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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과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제안서를 살펴보면 본조
(현행 「의료법」 제17조의2) 신설의 목적을 ‘대리처방 요건의 완화’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조차 본조에 대하여 단순히 자구 수정사항으로 치부
하고 아무런 의견조차 없었다. 「의료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대리처방’의 의미와 이로부터 파
생되는 위험을 알고 있다면 대리처방 용어는 사용 되서는 안 된다.15)
<표 7> 2019 개정 의료법
의료법(제16555호, 2019. 8. 27.)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
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
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
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
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
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17. 9. 29.).
15) 다만 의료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5호, 2019. 8. 27. 일부개정] 개정이유서에서는 ‘대리처방’ 대신에 ‘대리
수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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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건대 2019년 「의료법(시행 2020. 2. 28.)」이 개정
되기 전까지 처방전은 진단서와 같은 의료 관련 서류의 일종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의료
법」 제17조의2(처방전) 신설 취지로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존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환자 또
는 제3자의 편의성만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다른 의료기록과 달리 환자의 건강침해와 민감 정보에 직결된 처방전 규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개정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8 -

Ⅲ. 진료계약과 대리처방ㆍ수령의 법률관계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는 처방전 작성, 교부 및 발송 주체에 관하여 환자를 직접 진
찰한 의사로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다른 증명서와 달리 직접
적인 신체침해와 관련되어 있어 민ㆍ형사 책임 판단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처방전이 필
요한 경우 직접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처방전 작성
및 발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직접”의 해석상 “대면진찰”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16)

1. 직접 진찰의 의미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
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1회 이상 반복 진
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에 의한
진찰은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17)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찰 방식의 제한이 아니라 진단서 등
의 발급주체만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면진찰’ 이외의 모든 진찰을
전면적으로 금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면진찰에 준하는 정도의 진찰’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가 여전히 불명확하다.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원격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진찰의 정확성이 보장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최초 대
면진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대면 없는 진찰을 통하여 2회 이후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18)

16) 이하 내용은 김형선, “감염병 예방 목적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2020. 05), 한국법이론실무학회, pp 9. – 29.를 수정ㆍ인용 하였다.
1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 1388 판결.
18)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 반대의견.

- 9 -

나. 헌법재판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
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19)
또한, 동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
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료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ㆍ적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으므로, 법 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의 가능성 또한 예상되지 않는다.20)

다. 소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초진’의 경우 ‘대면’진료를 요한다. 즉, 판례도
전화 진찰과 같은 비대면진료의 당위성을 ‘반복적 의료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21)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은 질병유형과 행위상황 관련 사정변경, 행위 수단으
로서의 원격진료와 진찰의 정확성과 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으나, 환자의 건강권과 의
료행위에 이와 같은 산술적인 고려는 상정할 수 도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처방전 작성ㆍ교부는 환자의 민감 정보와 건강 침해와 직결되는 것이고, 전화 또는 이와 유
사한 정보통신 등 매개체는 진료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보충적 수단일 뿐 대면진찰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일시 될 수도 없는 것이다.22) 특히 환자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전화와 같은 기기를 화상매체와 같이 취급할 수도 없다.

19) 대법원 2017. 12. 22. 선고2014도12608 “직접 진찰이라 함은 대면진료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
을 인정하고 있다.
20)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
21) 김형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소고”,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2호, 2020. 06. 참조.
22) 동지: BÄK, Hinweise und Erläuterungen zu § 7 Absatz 4 MBO-Ä (2019),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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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계약과 대리처방ㆍ수령의 법률관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나뉘는 것은 처방전을 다른 의료 증명서와 같은 동일선상에
서 고려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판례가 근거로 들고 있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처
방전을 다른 의료 증명서와 같이 규율하는 것에 착안하여 문리해석상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만
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처방전은 「의료법」 제17조의2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처방전은 다른 동일한 의료증명서와는 다른 법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행위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에 속하는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에 의하여 체
결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사의 권리로서 특정되는 것이 아니다.23) 그러나 정부와 일부 단
체에서 의료법과 판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일종인 전화처방을 대리처방과 혼동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24) 일부 판례는 의료법 위반 행위인 대리처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
다.25)

가. 진료계약 대리
환자는 자신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와 진료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진료계약
의 대리에 의하여 진료의 당사자는 의사와 환자이며 의료법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의사
는 진료 당사자인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상 의무인 보수 지급의무는
달리 약정이 없는 한 환자 또는 진료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제3자)이 부담 한다.26) 여기에는
환자의 동의 능력과 관련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무관리,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
관한 법리 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7)

23) Deutsch/Spickhoff, Medizinrecht, Springer, 2008, Rn. 21.
2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개설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고 개설자
본인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법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035 판결은 진단서 교부와 관련하여 “의사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진단
서 등을 교부한 경우, 타인명의도용 발급, 대리발급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2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27) 정확한 법적 표현이 없어 편의상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독일 민법 제630a조 제1항, 제630c조; 의사와 환자
의 권리ㆍ의무 및 계약당사자에 대하여는 Deutsch/Spickhoff, a.a.O., Rn. 97 ff, Rn. 11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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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료계약대리의 법률관계

나. 대리처방
대리처방이란 직접 대면진료한 의사를 대신하여 다른 의료인 또는 제3자(보조자 등)가 처방
전을 작성하고 발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진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의사에게 환자의 용태
를 알리고 처방전을 발급 받는 행위는 비대면진료의 허용성과 진료계약 대리의 문제이며, 어
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대리자로써 제3자가 진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수직적 업무관계(horizontale Arbeitsstellungen)와 수평적 업무
관계(vertikale Arbeitsstellungen)가 고려된다.28)
의료인간의 협력관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의사가 자유로이 결정하며, 진료에 참여한
의사가 각각 처방전을 작성한다. 따라서 의사와 의료인간의 법률관계(수평적 업무관계)에서는
환자 이외의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하라고
지시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의 제1항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9) 이는 전형적인 의사와 보
조인 또는 피용자의 법률관계(수직적 업무관계)로서 의사의 지시와 보조인의 처방전 발급에 직
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8) Deutsch/Spickhoff, a.a.O., Rn. 381 ff.; Soergel/Spickhoff, § 823 Anh. I BGB, Rn. 74 ff. 참조.
2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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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리처방의 법률관계

다. 대리수령
의사로부터 직접 대면진료 받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환자의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이
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며, 환자는 제3자에게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제3
자는 의사에게 수령의 의사를 표시한다. 즉, 의사는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환자와
제3자는 내부관계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환자 본인이 의사에게 명확히 대리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에 대하여 본인의 진위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대리인30) 및 사자(대행)31) 또는 보조인32)에 의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다. 다만 제3자의 수령행위가 대리인지 사자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하여진
다고 할 것이다.

30) 대리라 함은 대리인(타인)이 위임자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대리인이 아닌 위임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은 자기
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임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대리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특히 필요로 하는 일신전속
적 법률행위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대리인에 의한 대
리행위가 배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김상용/전경운,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18, 544면.).
31) 판례 및 다수견해에 의하면, 사자라 함은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
의 완성에 협조하는 자를 말한다(김상용/전경운, 앞의 책, 557면 이하 참조). 예를 들어 본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
또는 어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본인이 결정하고 표시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와 사자 비교표>
구분

의사결정
대리

본인
대리인

의사ㆍ행위능력
사자
O

O

대리

사자

X

행위

의사

사자

의사흠결 기준
대리

사자

사기ㆍ강박
대리

O
O

사자
O

O

X

3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간호사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위임한 경우); 대법원 2012. 5. 10. 선고2010
도5964 판결(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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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리수령의 법률관계

라. 소결
대리처방의 허용성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를 규정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리처방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직접 대면진료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
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진료계약의 대리 또는 대리처방 등 명칭 및 계약유형을 불문하고 환자 본인의 진의가 본질
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진찰의 당사자는 의사와 환자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동의능력, 진료계약의 유형, 법정대리 및 임의대리 등 각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성과 보수지급의무가 문제될 뿐 진료행위의 당사자성은 처음부터 「의료법」 등과 같이 관
련법 위반행위가 된다.
요컨대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어긋나는 대리처방이라는 용어가 대리수령의 개념인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나 환자와 관계되는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
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입법자인 국회와 행정 수반인 정부 역시 개념 구분 없이 잘못 사용해
왔던 대리처방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17조의2가 의미하는 대리
수령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대리처방이라는 용어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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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대면진료의 의의와 쟁점
1. 비대면진료의 개념
일반적으로 직접 진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대면진료가 인용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의 개
념, 범위, 유형 및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원칙은 없다.33) 다만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인적ㆍ물적 매개체의 개입이 없는 행위를 대면진료로 보며, 상대
적 개념으로서 비대면진료를 정의하고 있다.34) 헌법재판소의 개념 정의는 독일 연방의사협회
의 입장과 같다.35) 그러나 독일 「의사규칙」의 적용대상은 의사이지 환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의사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의사규칙의 내용을 채택하느냐의 여부
는 전적으로 주 의사협회 자율에 맡겨져 있다.36)

가. 대법원
판례는 비대면진료의 허용 근거로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
으므로(제1조), 그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
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거나 보험수가를 조정하는 등으로 비대면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단도
존재하는 점,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7)

나. 헌법재판소

33) 이하 김형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소고”,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2호(2020. 6.) 참조.
34)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

35) https://www.bundesaerztekammer.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df-Ordner/Telemedi- zin
Telematik/Telemedizin/Telemedizinische_Methoden_in_der_Patientenversorgung_Begriffliche_
Verordnung.pdf; BÄK, Hinweise und Erläuterungen zu MBO-Ä에 대하여는 김수정, “독일 원격의료제도
의 과거와 현재”, 대한의료법학회학술대회, 2020. 01; Schneider, “Einrichtungsübergreifende elektronische
Patienten- akten”, Tübingen Uni., Diss., 2014, S. 317은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접촉 없이 진료하는 행위를
비대면진료행위라 한다.
36) BÄK, Hinweise und Erläuterungen zu § 7 Absatz 4 MBO-Ä (2019), S. 2; Scholz, in Spickhoff,
Medizinrecht, vorbem, MBO, Rn. 1 ff.
3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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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대면진료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의료인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의료법」
제2조 제2항), 진료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환자를 치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와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의
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ㆍ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현재의 일반적
인 의료수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였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 진찰한’은 ‘대면하여 진료한’ 이외에 달
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38)

2. 원격의료
비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개념과 범위는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정책
및 의료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39) 일반적으로 원격의료(Telemedizin)는 총체
적 개념으로서 진단, 치료와 재활 및 의료적 조언의 경우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국민의
건강돌봄(Gesundheitsversorgung)에 관한 의료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진다.40)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의료법」상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이라고 한다. 즉 “의
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의료기관 내에
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제33조 제1항),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을 뿐이며(제34조 제1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제34조 제3항)” 있다.
그러므로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을 볼 때 원격의료가 직접 대면진료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
17조의2에서 직접 진찰은 대면진료를 의미한다.41)
38)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
39) 최근의 연구보고서로는 서경화,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보고서, 대한의사협회, 2020. 5. 참조.
40) Budesärztekammer, “Telemedizinische Methoden in der Patientenversorgung”, 20. 03. 2015; Marx/Beckers,
“Telemedizin in Deutschland”, Bundesgesundheitsblatt-Gesundheitsforschung- Gesundheitsschutz,
Springer, 2015, S. 1053; 2005년 WHO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건강(또는 보건)과 건강과 관련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IKT)의 투입”을 의미한다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20378/WHA58_28-en.pdf;jsessionid=8E8E6DCF4E3D6
B2A03911AC37EB8BC26?sequence=1).
41)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83 결정; 장연화/백경희,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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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행위와 반복처방
가. 의의
일부 견해에 의하면 비대면진료란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환자에 대한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원격진료나 반복처방이 이에 해당한다.42)
헌법 재판소는 “직접 진찰한”은 “직접 대면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
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이다.43)
이 경우 의료행위인 진찰과 처방이 구분되어 원격의료의 요건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된다. 의료정책학적 관점에서 논의는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의료(Medicine)와 보건
(또는 건강: Health)을 구분하고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44) 이와 같은 배경에는 철
학에서 오랫동안 논의 되고 있는 배분적 정의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45)
법학적 관점에서 특히 헌법 제36조 제3항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다”고 선언하여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보건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보건행정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보험제도, 무료진료,
주택개량 등의 실시와 보호입법과 사회입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46)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현대적 의미에서 광의로 해석할 경
우 건강의 보존과 관리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Telemedicine)와 원격보
건(Telehealth)을 구별할 실익은 적다.

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17면 이하는 미국의 원격
진료개발법(Telmedicine Development Act), 호주의 보건의료정보인증서비스법(Healthcare Identifer SVC), 일
본 후생성 고시 및 영국의 반복처방 지원 시스템(Repeat Rx)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결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42) 장연화/백경희, “의사의 대면진료의무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소고”, 317면.
4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44) 서경화,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보고서, 대한의사협회, 2020. 5. 참조.
45) 예컨대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UK: Basil Blackwell, 1974;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참조.
46)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9, 873면; 보건권 이외에 건강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라포르시안, “기본권 강화한 정부 개헌안”, 2018. 3.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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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 근거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관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료법」에서 간접적으로 규
정하고 있을 뿐이다.47)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의 업무로서 행위유형을 의료와 보건지도를 구분하고
있어, 마치 국가의 공적 의무를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 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종
별 간 그리고 비의료인간 의료행위에 대한 주체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
라고 정의하고 있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기술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48)
「의료법」 제24조의 2조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하에 간접적으로 의료행위를 정
의 내리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설명의무의 범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수술행위”에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49)

다. 범위
판례는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
법」의 목적 및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
용을 판단 한다.50)
이전의 판례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보아 미용성형수술 등과 같은 행위
는 의료행위로부터 제외하였다.51)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
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52)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내용은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
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된다.53)
47) 이하 자세한 내용은 김형선, “한의의료행위와 법적 문제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5. 26) 참조.
48) 김한나/김계현,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428면.
49)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5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51) 예컨대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5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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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행위의 범위와 내용은 현대의학의 특성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강학상의 개념 정의
도 명확한 것은 아니다.54)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개념정립에 관한 논의는 결국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귀결된다.
의료행위를 판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견해,55) “전통적으로 환자의 병상을 진단하여 신체의 이상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치료를
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행위”라는 견해,56) 실질적 내용의 의료행위는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관, 의학의 발달정도, 의료관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57)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주체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는 견해,58) 의료기술의
진보를 고려한 의료행위를 열거하면서 의사의 부수적인 의무를 의료행위로 포섭하는 견해59)
등이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과 관련한 위의 견해들은 의료인의 임무와 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주체를 분리하여
정의하는 견해는 의료행위 개념을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수단과 방법을 포섭하여 의료
행위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판례가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의료인의 임
무와 의료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개념을 무한정 확장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53) 대법원 1974. 2.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54) 김장한/이윤성, “의료와 법”, 이퍼블릭, 2008, 15면 참조.
55) 류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72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
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요양지도행
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56) 김민중, 「의료와 법률학」, 신론사, 2011, 28면.
57) 최호진,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의의”,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12면.
58)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2010, 11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
과 기능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문진ㆍ타진ㆍ각종 검사 등에 의한 질병
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재활 등의 예후적 치료행위, 기타 질병의 예방 내지 공중위생을 위한 처치를 포함
한 모든 의료종사자의 직무상의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진료행위”;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367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및 조산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료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용어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용역이라고 부른다.
59) 신현호/백경희,「의료분쟁조정ㆍ소송 총론」, 육법사, 2011, 32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고통의 감소, 생명의 연장,
기형의 교정, 조산과 의술적 낙태, 치료목적을 위한 환자에 대한 임상 실험, 의료기술의 진보를 위한 실험 등 일반적
으로 승인된 것 이외에 신생아ㆍ사체 등의 인도, 의무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넓고 발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의료행위를 환자 개인
의 이익에 중심을 두면서, 개인적 이익이 연구이익과 결합된다면 표준임상의료가 배제되지 않고 의료행위로 평가되
는 좁은 의미에서의 의료행위와 의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로써 포섭하는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로 분류하
는”견해(Helmchen/Lauter, “Dürfen Ärzte mit Demenzkranken forschen?”, Thieme, Stuttgart, 1995, S. 12)
와 별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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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의의 의미에서 의료행위를 모든 의료종사자의 직무라고 정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을 해할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자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포섭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좁은 의미의 의료행위를 생리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
위’가 아닌 ‘초래 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여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의 개념을 좁은 의미
의 개념과 혼동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근거 없이 ‘서비스와 의료행위를 동일시’하는 견해60)는
‘서비스’의 용어상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
호에 의하면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며, 조산사 및 간호사는 일부 의료행
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아닌 ‘용역’이라는 용어상의 지적은 ‘법령상의 외래어 순화’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 오
히려‘서비스와 용역’이라는 용어상의 문제보다는 용역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61)
부수 의무를 의료행위로 포함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수
의무인 의료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침해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기록은 추후 의료소송의 증빙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
에 있어서의 자료일 뿐이다.62) 의사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부수 의무를 의료행위와 동일시하
는 것으로서 따를 수 없다. 나아가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연구 활동도 의료행위로 포
함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 없는 정의개념은 의료행위를 공동화시킬
위험이 있다.
요컨대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
가 있으며,63) 「의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60) 선정원,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367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영역에 관한 대법
원 2008. 10. 9. 2008두11594를 인용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사 및 조산사
까지 포함한 광의의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용역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
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공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61) 예컨대 한의사의 조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이다.
62) Fuchs, “Grundlagen und Probleme einer privatrechtlich gestalteten Arzthaftung”, Arztrecht, 1996. 2, S. 322.
63) 예를 들면 독일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의료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수 것이다.
독일 연방 「의사규칙」에 의사의 임무로서 “삶의 유지, 건강보호 및 재활, 고통 경감,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력,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자연적 삶의 기반을 유지함에 협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Abs. 2 MBO-Ä). 나아가 의
사는 환자를 적합한 진찰 및 진료방법에 있어 성실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11 Abs. 1 MBO-Ä). 의료보장과 관련하
여 사회법에서 “의료행위란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적정한 의료기술에 따라 질병의 예방, 진단, 진료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28 Abs. 1 SGB V). 이와 같은 개념은 1962년 독일연방 형법 초안 제161조와 같다. 2013. 2. 의료계약
과 책임이 민법 제630a조 이하에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의료행위(medizinische
Behandlung)”에는 “진단을 포함한 질병, 고통, 신체손상, 신체적 질환 혹은 병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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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상담, 투약, 처방,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는 행위와 그 밖에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원인 또는 매개체의 개입에 의하여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일체의 의료행위는 비대면진료 행위에 해당한다. 비대면진료의 유
형에는 원격의료가 포함되며,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로서 보건지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
어 있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비대면진료와 처방은 의료법 및 성실의무에 위반된다.
비대면진료의 남용 우려로 인한 국민 건강과 경제적 손실 방지는 단순히 건강보험제도 틀에
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과 의료인의 관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
다. 보험제도는 보험 대상과 의료수가 등에 그 주안점이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적정 수가
도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무엇보다도 의료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남용 문제를 단
지 경제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전화 진찰’을 ‘직접 진찰’ 또는 ‘직접
대면’과 동일시하거나, 전화 진찰을 적용범위가 다른 「의료법」 제34조에 의한 화상통신매체와
같이 취급하는 대법원 판례는 따를 수 없다.
일부 견해가 반복처방을 비대면 유형으로 들고 있으나, 처방은 진찰이라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
정 중 의사의 자율재량적 의료행위이며, ‘반복’의 요건은 비대면진료 또는 의료행위의 유형을 결
정짓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64) 의료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강학상 많은 견해가 있으나,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를 예방, 진단, 치료 혹은 경감하기 위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전반적 조치와 신체침해를 포함한
다”(Laufs/Kern, 「Handbuch des Arztrechts」, 4. Auflage, C.H.Beck, 2010, § 29 Rn. 4 ff.). 사법(私法)상 의료
행위는 의료행위 종사자의(보조자) 행위, (치과)의사, 정신과치료,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행위를 계약책임의
범주로 포섭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의료관계법 또는 공법과는 달리 사법상의 의료행위자는 독일 연방 헌법 제74
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조산원, 마사지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자연치료사가
포함되고, 이들에 의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utsch/Spickhoff, 「Medizinrecht」,
Rn. 58 ff.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귀책사유(Vertretenmüssen)로 인한 책임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Deutsch/Spickhoff, 「Medizinrecht」, Rn. 161; Spickhoff, Medizinrecht(2013), §§ 278, 280
BGB 70, Rn. 9; 이와 같은 입법의 불비는 이행보조인(Erfüllungsgehilfe)과 피용인(Verrichtungsgehilfe)의 관계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는 Kim, Hyung Sun, ”Haftung wegen Bruchs der ärztlichen Schweigepflicht
in Deutschland und Korea”, Recht und Medizin, Peterlang, 2015, S. 204 ff. 참조).
64) 처방전의 특성에 관하여는 김형선, “감염병 예방 목적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에 대한 법적 고찰”, 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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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처방전 대리 수령 관련 쟁점
1. 처방전 작성ㆍ교부 주체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는 처방전 작성 주체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규정하고
있다. 직역간 처방전 작성의무자는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동법 제
17조의2(처방전))”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동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따라 구분된다.
의약품의 안전성 기준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서 규정되고, 환자
가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제1
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도 응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제5항은 “한의사가 약사
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
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조에 의한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의약품에 속하
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23조 제5항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는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65)
요컨대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하는 경우 한의사는 동법 제18조
의2에 의한 의약품정보 확인의무가 없고, 「약사법」 제23조의2도 의약품정보 확인의무는 단지
약사에게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신설 취지가 환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
의사도 처방약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법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한약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의약품의 기준과 관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
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의식불명인 경우와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 한방의료의 특성상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의사는 의약품 처방 권한이 없으며, 의사와 한의사의 직접 조제 요건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18조 제4항과 제5항이 의사와 한의사를 동일선상에서 그리고 한약과 의
약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와 한약에 과도한 법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처방은 별도의 조항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65) 그 근거도 약사법 부칙[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제8조(한의사,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 조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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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방전 수령자
의사가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정
보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처방전의 교부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발급
해야 한다. 여기서 환자 이외 제3자의 처방전 수령행위가 허용되는지와 허용된다면 제3자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자는 ‘환자의 직계 존
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복
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대리수령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
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을 각 호로 깔끔히 정리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실제로 동법 시행령 제1호 및 제4호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문장과 일
치한다.
그러나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이 아닌 동법 시행령 제5호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수령자로 규정한 것은 의사의 처방전 작성 자유와 의무, 나아가
환자의 진의를 몰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항으로 위임입법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
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66)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제3자 범위는 「노인복지법」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17조(진
단서 등) 제1항과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3호와 동일하다. 나아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와 동일
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와 일치하고 있으며, 위임장 또한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3 서식] ‘진료기록 및 사본발급 위임장’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와 동일하다. 심지어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를 동법 시행규칙

66) 의사에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Kim,
Hyung Sun, a.a.O., S. 93 f. 참조.).

- 23 -

[별표 2의 2]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
록부 등의 보존)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의
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한 대리수령 신청서 보존기간은 1년에 지나지 않아 그
이후의 과실판단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환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대리수령
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다른 증빙서류 발급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처방전은 환자의 신체침해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대통령령 제30480호, 2020.2.25]
및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21호, 2020.4.24]은 단순히 행정 편의적이고 탁상공론식으
로 개정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추후 「의료법」을 포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마
땅히 삭제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3. 처방전 대리수령요건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한 대리수령은 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
정’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
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의사는 자신의 판단 하에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할 경우 약제의
적합성, 부작용 확인, 투약시기의 적절성 및 경과 관찰 의무와 약제의 복용방법에 대한 지도
의무가 있다.67)
마찬가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환자는 처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위와 같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비의료인이 아닌 환자를 진료한 의사이다.

가. 환자의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의사는 환자 상태에 대하여 환자 본인의 의뢰 및 상담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진단 장비의 도움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의사는 직접 대면진찰을 통하여 환자의 용태를 살피고 진료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통신매체를 통한 진료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68)
6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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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와 제3자가 진료담당의사와 상담 후 처방
전을 대리수령 하는 경우가 검토될 수 있다. 전자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제3자에게 처방전
을 교부 또는 약국에 전자처방을 요청한 경우이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단순히 의사의 자유 판단과 환자 상태 즉 ‘환자의 의식불명’과 ‘거동
곤란 및 동일한 상병에 대한 동일한 처방’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있을 뿐 환자와 제3자가 진료
행위 동석과 같은 행위상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초진 또는
재진 시에 제3자가 동석하였는지 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동일성에 대한 의사의 확인의
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진 시 화상매체를 통한 진료의 경우 환자의 처방전에 대리수령의사를 표시할 수 있
는 것과 전화를 통한 대리수령은 구분되어야 한다.
재진 시 화상매체를 통한 환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진료계약 체결의 유효성 또는 의사표
시의 효력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의사는 ‘환자 및 의약품
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진료과실로 인한 책임은 의사가 진다는 점에서 직접
대면에 의한 의료과실과 차이가 없다.
의식 있는 환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상담을 하는 행위 자체가 환자의 신체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69)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와 같은 제한적 행위능력자 또는 수형자와 같이 거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 등도 동의능력이 있다면 직접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대리인 또는 사자에 의한 진료 상담
을 통한 처방전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취득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
서를 받은 경우에도 의사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한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자의 상태 및 동의를 직접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의약품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사는 자신의 판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의사(기관)에게 의뢰 및 전원의무가 부과되

68) 2003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구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처방전 ‘등’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
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서면자료만으로 진단서 작성
또는 처방전 발행은 의료행위 위반이라고 하였다(2003. 3. 2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2003. 3. 12. 보건복지
부 보건의료정책과).
69) 마찬가지로 의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도 문제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Kim, Hyung Sun, a.a.O., S. 145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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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자신의 판단 하에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할 경우 약제의
적합성, 부작용 확인, 투약 시기의 적절성 및 경과 관찰 의무와 약제의 복용방법에 대한 지도
의무가 있다.70) 예컨대 처방전 발급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약의 부작용 또는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가 되며, 대리수령의 요건
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의 허용성 여부는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
는 이상 환자 상태에 따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환자 상태와 동일 처방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할 것과 ‘동일한 상
병에 대하여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의사
와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제3자에 의한 진료상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71)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사회적ㆍ경제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의사의 대면
진료가 곤란한 경우이다. 그러나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만으로 의사의 비대면진료 의무위반에
대한 위법성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거동이 곤란한 예컨대 교정시설 또는 군대 등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환자도 직
접 대면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72) 이를 통한 환자의 건강권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달성되
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환자가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가의 의료복지 차원
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이것을 비대면진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도 사회적ㆍ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경우와 같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정, 요양시설 및 정신병원 등의 환자가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의료복지 제도를 통하여
비대면진료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는 의사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병 진행사항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병의 진행상황 또는 장기간 처방
약의 복용으로 인한 다른 상병의 발생은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진단 및 처

7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71) 이하 Kim, Hyung Sun, a.a.O., S. 120 ff. 참조.
72) 감염병 수감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감염병 수감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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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할 수 없다.
요컨대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란 동일한 상병을 전제로 하며, 동일한 상병
의 진행상황은 의사의 진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처방전 작성 및 발급으로 인한 책임은 의사
에게 있다.
또한 제3자와 상담진료 후 의식불명인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
의식 있는 환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상담을 하는 행위 자체가 환자의 신체상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와 같은 제한적 행위능력자 또는 수형자와 같이 거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 등도 동의능력이 있다면 직접 대면진료가 원칙이다.73)
기저질환으로 처방약을 복용한 환자이든 응급환자이든 의식이 없는 경우 의사는 환자를 직
접 진찰하여 처방약의 부작용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 「의료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비서류와 함께 대리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여야
함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4. 소결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단순히 의사의 자유 판단과 환자 상태 즉 ‘환자의 의식불명’과
‘거동 곤란 및 동일한 상병에 대한 동일한 처방’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있을 뿐 환자와 제3자
가 진료행위 동석과 같은 행위상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74)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초진 또는 재진 시에 제3자가 동석하였는지 여부 및 비대면진료시 환자의 동일성에 대한 의사
의 확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건은 환자의 의사무능력, 의식불명 또는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
충돌의 경우 등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인 ‘동의’와 ‘긴급피난’의 사례를 충분
한 검토 없이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75)
나아가 환자의 직접 대면진료 권리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의료법 시행
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환자의 진의를 몰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조항
73) 동의능력에 대하여는 Kim, Hyung Sun, a.a.O., S. 137 ff. 참조.
74) 이에 반하여 독일 의사규칙((Muster-)Berufsordnung fü die in Deutschland täigen Äzte; MBO-Ä) 제7조 제5항
은 환자가 동의 하면 환자의 친족 또는 제3자가 검사와 진료에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5) Kim, Hyung Sun, a.a.O., S. 120 ff. 참조; 동의란 치료와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간 공동협력의 일부분이며, 일반적
으로 환자가 자신의 정보 및 신체상에 가해지는 또는 가해질 수 있는 간섭을 허용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승낙
(Zustimmung)이라고도 한다. 동의는 민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의사표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Kim, Hyung Sun, a.a.O., S. 129 ff.). 일반적으로 동의의 대상으로 침해, 위험, 연구(Ausforschung, 일반
적으로 임상실험을 의미할 것이다)로 분류된다(Deutsch/Spickhoff, a.a.O., Rn. 250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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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임입법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17조의2는 제18조에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처방전을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의료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와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동법 제18조에서 의료인의 ‘직접 대면
진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사와 치과의사)은 자기 판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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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률에 의한 대리처방
1. 문제의 소재
보건복지부는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의 근거로서 「의료법」 제59조 제1항, 「보건의료기
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든다.7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진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ㆍ처방을 허용하고 재진의 경우에
는 대리처방을 허용한다.77)
구체적인 허용 근거 및 필요성으로 전화상담ㆍ처방과 원격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
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이며,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
고 판단한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즉,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를 목적’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화 상담ㆍ처방과 대리처방을 허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78)
또한 일반 환자에 대한 전화 처방의 취지로서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
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과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
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한다.79)
나아가 한의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택배 발송ㆍ수령 및 원격의료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80) 실제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에게 전화 진료ㆍ처방 및 한의
약 배송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유인ㆍ알선 및 의료광고 등
에 대하여 2020. 3. 23.자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81) 법적 논리가 미비하여 논란만 가중시키
고 있다.82)
76) 연합뉴스, “의협 전화상담ㆍ처방 전면거부.. 정부 의료기관 협조 필요“ 2020. 2. 24.
(https://news.v.daum.net/v/20200224125943579, 최종검색일: 2020. 2. 24.).
77) 보건복지부 2020. 2. 22. 보도자료.
78) 데일리메디팜, “한의사협회, 전화 상담ㆍ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적극 협력하겠다”, 2020. 2. 25.
(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10, 최종검색일: 2020. 2. 25.).
79) 한국경제 2020. 2. 25. 기사; 이와 같은 주장은 제17조의 2 제정의 모티브가 되는 2007. 보건복지부 2. 5. 보건복지
부의료지원팀-869호 유권해석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80) TBS 김어준의 뉴스광장(2020. 2. 26.),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인터뷰 등.
81) 2020. 3. 7.자 민원신청에 대한 2020. 3. 23.자 보건복지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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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8조 및 판례에 의하면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이 위법함에도 불구
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 의사가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을 한 경
우 「의료법」과의 충돌로 모순 현상을 초래한다.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부의 한시적 특례조치
에 의하여 정당성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83)

2.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감염병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제41조(만성질환자의 예방 및 관리)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감염병의 유행과 발생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
건의료 제공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하
‘정부의 책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41조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발생과 증가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제공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근거로 동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에 의한 ‘새로운 보건
의료제도 시행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든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가 「의료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
리와 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과 동법 제17조의2 ‘직접 대면진료 원칙’ 및 「보건의
료기본법」 제40조 ‘만성질환자 발생 예방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우월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타
조항을 배제하는 근거도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협조의무만 있
으며, 행정명령 자체는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일반 환자의 직접 대면진료를 받을 권리가 강제력 없는 행정 조치에 따라 의사에게
전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인이 ‘코로나19 감염자’를 판단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
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소
82) 한의신문, “코로나19 환자의 약 15%가 ‘한의약 진료’ 받았다”, 2020. 4. 6.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8894, 최종검색일: 2020. 4. 6.).
83) ‘환자의 동의’,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와 전속 권한 수여’, ‘정당행위’, ‘긴급피난’, 및 ‘사무관리’ 등 일반적 위법성조
각사유에 관하여는 추후에 기술하도록 한다(Kim, Hyung Sun, a.a.O., bes. S. 93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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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신고할 의무 및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 대한 감염방지 지도를 하여야 한다.84)
이 규정도 감염병 진단을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화처방 또는 대리
처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면진료와 처방전은 「헌법」 제10조에 바탕을 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며, 법적 근
거 없이 단순히 행정명령 또는 행정청의 권한부여에 의하여 제한될 수는 없다. 소위 전화상담
과 같은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의 건강보호 또
는 편의성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85) 또한 강제력 없는 행정 조치가 환자의 직접 대
면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전권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대상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도 없다.

3. 「의료법」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의 허용 근거로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의봉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대리처방의 조건’으로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
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을 인정하는
경우’인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대리수령’의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86) 앞에서 이미 대
리처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설명하였다.
「의료법」 제59조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
가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배경에는 공공의 이익은 개인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즉 국민
보건 보호라는 전체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보건 보호는 후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87)
84) 이는 독일 「감염병예방법(Infektionsschutzgesetz)」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Kim, Hyung Sun, a.a.O., S.
82, 85 참조.
85) VG Hamburg, 04. 04. 2020 - 3 E 1568/20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감몀병 예방법 및 코로나 방지 법령 등의 취지와 일시적인 법적 효력성,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과일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례에 의할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86) 보건복지부 2020. 2. 22. 보도자료.
87) Haufe. News, “IfSG-Maßnahmen und- Sanktionen”, 03.04.2020.(https://www.haufe.de/recht /wei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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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신체 및 생명은 산술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호법익이다.88)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간
섭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의료법」 제12조).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 구분 없이 모든 환자
는 직접 대면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는 의사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단순히 추상적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헌법」 위반성이 문제될 뿐이다.89)
특히 「의료법」 제59조에 위반한 의료기관을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쇄할 수 있는
행정명령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굳이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찾고자 한다면 「의료법」 제4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동 조항
에 의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을 예방’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에 터 잡은 진료계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주의의무
의 한 유형에 속한다.
본 조항의 취지는 ‘병원내 감염병 예방’을 통하여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
는 취지이므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감염병 예방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의한 일반 환자의 전화 진
료ㆍ처방 및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성 여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으로부터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90)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문제이지 법적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염 위험성과 진료ㆍ과실로 인한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는 같다.

4. 건강보험 수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0-44호(시행 2020. 2. 28.) 「건강보험 행위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
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통하여 기존 ‘진료 상담자’ 및 ‘약제 수령 또는 처방전 발급’을 ‘환

rechtsgebiete/strafrecht-oeffentl-recht/moegliche-behoerdenmassnahmen-zur-eindaemmung-des-coro
navirus_204_510706.html).
88) Kim, Hyung Sun, a.a.O., S. 120 f. 참조.
89) Kim, Hyung Sun, a.a.O., S. 115 f., 120 참조.
90) ‘대리처방’의 허용성 여부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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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족’에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한 ‘대리수령자’로 확대하였고,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의료행위에 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이 반영된 것으로서 제3자의 수령대리로 인한 편의
성은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약품 남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폐해와는 이익형량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한 환자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사
는 환자의 의사(意思)와 용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업무와 위험성에 대한 비용이 평
가되지 않았다.
셋째, 환자의 건강 침해 및 의사의 가중된 책임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낮은 진찰료
(재진 진찰료의 50%)를 책정하고 제3자에 의한 상담권을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남용을 조장하
는 원인이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최소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찰료 수가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
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
방법」 제70조의3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정당한 재정적 지원과 동법 제72조에 의한 환자에게 손
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정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 경감에 대하여 명확
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소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예방 목적으로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에 대해서 국
민안심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등 경제성 제고와 환
자 편의성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
한 하나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의료기기 특히 정보 통신망의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법제도 정비, 건강보험체계 및 의료정보체계 개선 등
수많은 선결과제가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신체ㆍ정보상 자기결정권은 경제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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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후퇴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제4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위 비대면진료
와 대리처방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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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진료계약 대리란 환자를 위하여 제3자가 의사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진료 당
사자는 환자이다.
이에 반하여 대리수령이란 제3자가 환자를 위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
처방이란 직접 대면진료한 의사를 대신하여 다른 의료인 또는 제3자인 비의료인(보조자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발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법의 대원칙인 직접 대면진료를 위반하는 무분별한 대리처방의 용어는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대리처방은 의료인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은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 사이의
관계이며, 현행법상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진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대리수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규
정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령 절차도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제3자의 수령
대리로 인한 비용부담과 책임이 오로지 의사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보
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1조는 환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도 의사는
관청(정부,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만 있으므로 허용근거가 될 수 없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소위 대리처방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법
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법 제59조를 근거로 허용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의료법」 제17조의2는 동법 제18조에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처방전을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의료 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와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동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요건은 삭제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에서 의
료인의 ‘직접 대면진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사와 치과의사)은 자기 판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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