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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국업 사용 여부 

심결 – 사용인정 vs 판결 – 사용 불인정   

 



판결이유 

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법 제23조 제7항, 의료법 제36조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 등 위 규정들에 의하

면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조제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관리약사 또한 해당 의료

기관의 의사가 입원환자에 대해 내린 원내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 해

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는 할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나주시 산

포면 매성길 61에 개설된 ‘빛가람병원’의 대표자로, 위 병원 1층에는 위 병원 의사들이 

발행하는 원내·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조제설비 등이 

설치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1층 시설’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2. 5. 24.

부터 2014. 2. 3.까지 약사 신민녕을 고용하여 이 사건 1층 시설에서 위 병원에서 발부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③ 이 사건 1층 시설의 유리창 상단에는 

큰 글씨로 된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된 ‘빛가람병원’ 표시가 부착되어 있

고, 위 시설에서 조제된 약은 ‘빛가람병원’이 표기된 약봉투에 담겨 교부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 본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층 시설은 약국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업무로서 행해진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제실에 ‘약국’ 또는 ‘빛가람병원’

이라고 표시하고, 약봉투에 ‘빛가람병원’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

스표를 정당하게 ‘약국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나아가 ‘약국업’의 사전적 의미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파는 영업으로, 위와 같은 정의

에 따르더라도 약을 조제하여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약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

리약사의 조제 업무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자는 조제 업무를 담당한 관리약사가 아닌 

‘빛가람병원’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주체가 약사가 아닌 점,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과 같이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빛가람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

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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