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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 최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판결
이 선고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의 판결요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
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
정인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기기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분 이하에 해당
하여 위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면제 역시 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별도로 의사를 둔 경우)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의
사로서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
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위 판결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하여 법해석 및 
법정책의 시각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우리 연구센터는 위 이슈를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의 주제로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

Ⅱ 행사 개요

  ○ 주제명 :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

  ○ 일  시 : 2016. 9. 1(목), 14:30 ∼ 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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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14:00 ∼
14:30 등록
14:30 ∼
14:35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 강윤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14:35 ∼
15:00

발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
68789에 대한 평가 -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지정토론

좌장 : 강윤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15:00 ∼
15:10 지정토론 1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15:10 ∼
15:20 지정토론 2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15:20 ∼
15:30 지정토론 3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15:30 ∼
15:40 지정토론 4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 ∼
15:50 지정토론 5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15:50 ∼
16:00 휴식

제2부 종합토론

좌장 : 강윤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16:00 ∼
16:30 종합토론
16:30 ∼
16:50 방청객 질의 및 응답
16:50 ∼
17:00 폐회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