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Ⅰ. 우리나라 주요 의료사고 사례

■ 2019. 8, 산부인과, 영양제 처방받은 환자 신원을 오인하여 낙태 수술 집도

■ 2018. 4, 차병원, 배우 한예슬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 피해 발생

■ 2018. 3, 인천 길병원, 난소 혹 제거 수술 중 정상적인 신장 제거

■ 2018. 3, 한의원, 어깨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12cm 긴 침을 시술하다 왼쪽 폐를 

찔러 호흡곤란으로 사망

■ 2018. 1, 분만 중 과도한 흡입분만으로 산모의 늑골이 부러지고 태아의 두개골이 

골절 등으로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 발생

■ 2017. 1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분할투여’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로 인해 세균감염 패혈증으로 신생아 집단 사망

■ 2016. 9, 어깨와 등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 전원하여 기흉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음

■ 2016. 5, 한의원에서 뜸 시술을 받던 중 하복부 화상(3도) 발생

■ 2015. 10, 뇌경색이 없는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부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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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식물인간이 됨

■ 2015. 9, 넘어진 후 발생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입원 치료받던 중 요로감염 진단 지

연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패혈증 진단하에 치료 중 사망

■ 2015. 8, 척추 수술과정 중 감염 발생, 수술 후 감염 진단 및 처치 미흡으로 패혈증

으로 악화되어 사망

■ 2014. 12, 수면 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

변 장애 발생

■ 2014. 10, 가수 신해철 장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다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고 패

혈증으로 사망

■ 2014. 7, 경부 통증, 양측 상하지 저림감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고칼륨협증에 의

한 마비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경추 경막하 출혈 진단 지연에 따라 척수손상

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진단

■ 2014. 7, 치루절제술 후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

■ 2014. 6,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고 

장천공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서 지혈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저산

소성 뇌손상으로 노동력 상실률 100%의 장해 진단

■ 2014. 4,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하

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적절

한 처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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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환아에 대한 의식변화, 지속적 수면, 실어증 등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염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

■ 2014. 3, 인공수정체 부분이탈로 안과수술 중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여 실명

■ 2013. 9, 직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는데, 추적검사상 직장암의 간전이 소견이 확인

되어 2015. 4 간 우측엽 전제술 및 간 3번 구역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

사상 간암이 아닌 호산구성 간농양으로 확인됨



부록 Ⅱ. 전 세계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179)

전 세계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172억 달러 규모이며, 북아메리

카가 가장 큰 시장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향후

(2019~2026년) 2.9% 정도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

시아태평양이 4.0%로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치료사, 상담사 등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 환자의 부

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과실행위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 발생이 증가180)하고 있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부

의 정책적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의료 인프라와 의료비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시장 성장을 저

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전 세계 평균 7,500달러 수준으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가장 비

싼 편이다.

179) 본 내용은 Bizwit(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180) 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에 따르면 2008년 6.9%였던 전세계 의료 
과실 및 사기는 2015년 25%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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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17년 2019년(E) 2022년(E) 2026년(E)
연평균 성장률
(2019~2026)

북아메리카
6,196 

(36)
6,378 6,759

7,958

(37)
3.2

유럽
4,505

(26)
4,553 4,687

5,285

(24)
2.2

아시아태평양
3,843

(22)
4,033 4,398

5,322

(25)
4.0

라틴아메리카
1,110

(7)
1,092 1,091

1,233

(6)
1.8

기타
1,567

(9)
1,563 1,580

1,792

(8)
2.0

합계 17,221 17,619 18,515 21,590 2.9

<부록 표 Ⅱ-1> 전 세계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 현황과 전망(2017~2026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  )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Bizwit(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