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醫療職危險과 賠償責任

1. 醫 療人 力 및 施設 現 況

가 . 의 료 인 력 현 황

전국민 의료보험의 보급,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

대정원의 확대등 여러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연평균 7%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표 1) 의료인력의 증가추이

(단위 :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의 사 45,496 48,390 51,518 54,406 57,188 62,517

치과의사 10,137 11,285 12,180 12,939 13,681 15,370

한 의 사 6,120 6,839 7,569 8,179 8,714 8,516

간 호 사 95,335 101,140 107,883 114,320 120,415 133,920
합 계

(증가율)

157,088

-

167,654

(6.7%)

179,150

(6.9%)

189,844

(6.0%)

199,998

(5.3%)

220,323

(10.2%)

보건복지부의 통계연보에서 정의하는 의료인력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다. 그러나 수술, 주사, 치료처치 등의 주요 의료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

직접적인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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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행위의 성격상 직접적인 의료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나, 수술·투약·치료중에 환자

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의료인력은 55만여명에 이르고 있

으며, 직접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과 관련된 의료인력인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조산사는 약 8만 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면허등록자중에서 의료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비율은 전체 평균적으로 38.7%에 이르고 있

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비

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의료인력에 비하여 매우 높은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표 2 ) 의료인력 현황 (1996 .12 .)

구 분
면허등록(A )

(명, %)
의료기관

종사자(B)
종사자비율

(B/ A )%

의 사

치과의사

조 산 사

62,517 (11.2)

15,370 ( 2.8)

9,200 ( 1.7)

44,324

10,772

7,057

74.6

75.0

75.9

소 계 87,087 (15.7) 62,153 71.3

한 의 사

간 호 사

약 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8,516 ( 1.5)

133,920 (24.1)

45,820 ( 8.3)

75,512 (13.6)

6,142 ( 1.1)

197,788 (35.7)

1,145

49,196

2,852

28,446

1,434

62,205

13.6

38.7

6.4

40.9

26.8

31.5

소 계 467,698 (84.3) 145,278 31.1

합 계 554,785 (100.0) 207,431 38.7

주 : 의사, 치과의사는 보건소(지소) 종사자 미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Int ern et H om epage , 주요행정통계,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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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의 료 시 설 현 황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크게 병원과 의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체

의료시설은 1996년말 기준으로 약 3만여개에 이르고 있다. 병원은 다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으로 나뉘어지며, 의원은 의료종목별로 치과, 한방,

일반의원으로 구분된다. 의원의 대부분은 의사가 개인적으로 개업한 경

우이며, 의료시설 숫자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 의료시설 현황 ( 1996 .12 )

기관종별 기관(개소) 병상(개)

종합병원

병 원주 )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의 원

부속의원

조 산 원

271

471

8,775

6,253

15,002

240

161

100,828

55,694

83

4,397

47,623

460

163

합 계 31,173 209,248

주 : 병원에는 정신·결핵·나병원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In tern et H om epag e, 주요행정통계 , p .4.

다 . 의 료 인 력 및 병 상 당 인 구 수 준

우리나라 의사 1인당 및 병상 1개당 인구수를 양적인 측면에서 주요국

과 비교하여 보면 아직까지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통계자료(1997) 에 의하면, 의사 1인당 인구의 숫자는 우리나라는

641명(1997), 일본이 564명, 미국이 396명, 독일이 298명으로 나타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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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의사수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치과의사 및 병상의

숫자도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약사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약사 1인당 1,003명(1997)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데 이는 손쉽게 약을 복용하는 풍토때문인 것으

로 보여진다.

(표 4 ) 의료인력 / 병상당 인구 수준

구 분
의사

1인당 인구

치과의사

1인당 인구

약사

1인당 인구

병상

1개당 인구

한 국( 97)

일 본( 94)

미 국( 94)

스웨덴( 96)

독 일( 95)

영 국( 95)

프랑스( 95)

캐나다( 95)

641

564

396

323

298

641

341

466

2,992

1,580

1,646

990

1,346

2,663

1,466

1,9373 )

1,003

1,174

1,614

1,461

1,826

1,691

1,028

1,626
3 )

218
1 )

62

247
2 )

160

103

211

113

196

주 : 1) 1996, 2) 1995, 3) 1991연도 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 In ternet H om ep age, 주요행정통계 ,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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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醫 療事 故 의 發生 現 況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공식화된 의료사고관련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

이다. 다만, 대한의학협회공제회의 공제실적자료와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

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로 의료사고의 유형과 진료과목별 위험도등에 대해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한의학협회의 의료

공제에는 대형병원이 제외되어 있고 가입율이 50%이하이며, 의료사고가

족연합회의 통계는 피해자측의 접보를 토대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자료

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에서 1992.12.1∼1995.12.31까지 접수된 의료사고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 (표 6) 및 (표 7)과 같다(편의상 공제회

의 실적은 제3장 제2절 의료공제사업의 운영경과에서 기술하고자 함).

우선 의료사고가 가장 빈번한 진료과목은 95년의 경우 산부인과

(38.1%), 정형외과(13.7), 내과(12.8%), 신경외과(5.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의 수가 전체의사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관련사고가 전체의사중

산부인과 전문의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3). 즉, 의가연

에 접수된 산부인과 사고가 많은 이유는 분만과정중의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화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의료와 의료분쟁」, 예진출판사, p p . 14∼15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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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9 1- 92 1) 932 ) 94 95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내과 6 1 11.5 24 7.8 47 9.9 44 12.8
외과 26 4.9 9 2.9 28 5.9 27 7.8

산부인과 139 26.1 105 34.3 185 38.9 13 1 38.1
소아과 23 4.3 10 3.3 26 5.5 15 4.4

정형외과 88 16.5 42 13.7 82 17.3 47 13.7
신경외과 38 7.1 25 8.2 24 5.1 19 5.5
흉부외과 16 3.0 15 4.9 2 1 4.4 9 2.6
성형외과 2 1 3.9 11 3.6 6 1.3 9 2.6

이비인후과 2 1 3.9 11 3.6 9 1.9 8 2.3
안과 16 3.0 6 2.0 6 1.3 1 0.3

비뇨기과 24 4.5 7 2.3 15 3.2 9 2.6
일반진료 24 4.5 23 7.5 0 0.0 0 0.0
마취과 1 0.2 0 0.0 3 0.6 1 0.3
정신과 5 0.9 1 0.3 8 1.7 4 1.2
응급실 0 0.0 0 0.0 1 0.2 0 0.0
피부과 4 0.8 1 0.3 1 0.2 0 0.0
결핵과 1 0.2 0 0.0 0 0.0 0 0.0

임상병리과 1 0.2 0 0.0 0 0.0 0 0.0
재활의학과 1 0.2 2 0.7 0 0.0 0 0.0
방사선과 0 0.0 2 0.7 0 0.0 3 0.9
신경과 0 0.0 0 0.0 0 0.0 1 0.3

가정의학과 0 0.0 0 0.0 0 0.0 1 0.3
치과 13 2.4 7 2.3 6 1.3 9 2.6
약국 2 0.4 3 1.0 3 0.6 3 0.9
한방 7 1.3 2 0.7 4 0.8 3 0.9
계 532 100.0 306 100.0 475 100.0 344 100.0

자료 :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의가연보고서 제3호「의료와 의료분쟁」, p .15.

주 : 1) 1991.8.1∼1992.11.30

2) 1992.12.1∼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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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으로 구분한 의료사고는 수술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분만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95년의 경우 수술

(33.1%), 분만(26.7%), 치료처치(10.8%)시의 사고는 전체의 70.6%를 점유

하고 있다.

(표 6) 진료내용별 의료사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9 1- 92 1) 932 ) 94 95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술 228 42.9 114 37.2 156 32.8 114 33.1
주사 50 9.4 2 1 6.9 22 4.6 26 7.6

치료,처치 65 12.2 39 12.7 79 16.6 37 10.8
오진 25 4.7 29 9.5 22 4.6 16 4.7
투약 18 3.4 16 5.2 10 2.1 6 1.7

자연분만 57 10.7 50 16.3 127 26.7 70 20.3
제왕절개 39 7.3 10 3.3 17 3.6 22 6.4
소파술 7 1.3 9 2.9 12 2.5 12 3.5
검사 27 5.1 12 3.9 6 1.3 19 5.5

응급처치 3 0.6 4 1.3 12 2.5 13 3.8
마취 6 1.1 1 0.3 8 1.7 6 1.7
수혈 3 0.6 1 0.3 1 0.2 3 0.6

환자관리 0 0.0 0 0.0 3 0.5 1 0.3
이송 3 0.6 0 0.0 0 0.0 0 0.0

예방접종 1 0.2 0 0.0 0 0.0 0 0.0
계 532 100.0 306 100.0 475 100.0 344 100.0

자료 :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의가연보고서 제3호「의료와 의료분쟁」, p .16.

주 : 1) 1991.8.1∼1992.11.30

2) 1992.12.1∼1993.12.31

다음으로 병원별 의료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종합병원과 개인

병·의원의 점유율이 77.2%에 이르러 가장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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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병원별 의료사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9 1- 92 1) 932 ) 94 95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개인병·의원 200 37.7 130 42.5 133 28.0 104 30.2
개인종합병원 123 23.1 6 1 19.9 175 36.8 128 37.2

국공립대학병원 3 1 5.8 12 3.9 26 5.5 14 4.1
국공립병원 38 7.1 20 6.5 18 3.8 14 4.1

사립대학병원 13 1 24.6 78 25.5 109 22.9 78 22.7
약국 2 0.4 3 1.0 3 0.6 3 0.9

조산소 0 0.0 0 0.0 4 0.8 0 0.0
무면허 0 0.0 0 0.0 1 0.2 0 0.0

한방병의원 7 1.3 2 0.7 6 1.2 3 0.9
계 532 100.0 306 100.0 475 100.0 344 100.0

자료 :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의가연보고서 제3호「의료와 의료분쟁」, p .16.

주 : 1) 1991.8.1∼1992.11.30

2) 1992.12.1∼1993.12.31

3 . 診 療科 目 別 醫療 事 故의 特 性

의료사고는 진료과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

공제회의 자료나 기타 의료사고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진료과목중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의료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각 과목의 진료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하에

서는 과목별 의료사고의 특징 및 유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4).

4) 이하 진료과목별 의료사고의 특성에 대하여는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의료와 법

률」 97년 봄호, 의료사고방지대책 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ww w .medikore

a.net/ medilaw / 97spring.h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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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內 科

내과는 환자 수가 많고 질병 형태가 다양한 만큼 진료과목중에서 의료사

고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최근들어 의료분쟁 내용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의료내용의 과실 유무가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치의의 설명부족에 의한 경우가 늘고 있다.

1) 급 사와 급변 하는 환자 가 많 음

심근경색, 부정맥,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위궤양에 의한 위출혈등 환

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며 또한 만성질환의 치료 중에 일어

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2) 의 식장 애에 의한 진단 지체

내과에는 의식장애환자가 많아서 발병당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거나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오진이나 의료과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사회가 고령화함에 따라 혼자서 생활하는 노

인이 증가하고 있어 진단의 어려움이 한층 더 증가되고 있다.

3) 질 병상 태의 자연 경과 와 치 료효 과가 불명 확

내과에는 수술과 같은 명확한 치료가 드물고 또 질병의 자연경과로서

호전 및 악화를 되풀이 하는 변동이 큰 질환이 많고 이와 같은 경우 치

료효과를 알기 어렵다. 예컨대 만성간염, 악성림프종, 교원병에서는 자연

경과에 의하여도 변화가 커서 치료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의료과

오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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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 기환 자가 많음

각종 중증의 뇌경색및 뇌출혈, 만성폐쇄성 폐질환, 백혈병 등의 말기환

자도 많고 특히 고령자의 말기 환자중 최종적 치료방침에 대해 환자가족

과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5) 장 기요 양에 수반 되는 합병 증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욕창이 발생하거나 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비, 근육위축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같은 약품을 사용하는 수가 많아, 여러가지 부작용(간장애, 신장장

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6) 병 원내 에서 의 감 염

내과에는 중증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기

쉽다. MRSA (Metacillin Resistant Stanhylococcu s Aureu s ; 메티실린 내

성 포도상구균)나 녹농균감염등 병원내의 감염사고에 대한 위생관리 대

책이 부실할 경우 의료과실로 연결되기 쉽다.

7) 고 령환 자가 많음

고령환자의 경우 집중적인 치료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자나

가족의 불만은 많다. 체력의 저하, 질병의 장기화,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치료효과는 낮다. 그러한 고령환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

부족, 이해부족이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8) 부 실한 진찰 과 치 료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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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는 환자수가 많아 3시간대기 3분진료 라는 말처럼 단시간의 진

찰, 판정, 치료에 의해 의료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9) 종 합의 료의 어려 움

내과에는 동일환자가 다발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문적

치료를 중시한 나머지 때때로, 통일적이고 종합적 의료가 의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10) 체계 화되 지 않 은 진 료

많은 수련의를 가지고 있는 교육병원에서 이들 수련의가 진료에 참가

하는 과정에서 지도의사의 부족으로 미숙한 의료행위가 행해질 위험이

있다.

나 . 産 婦 人 科

산부인과는 환자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그것이 환자나 가족과의 분쟁

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타 과목보다 의료분쟁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산부인과의 진료에 내재

하고 있는 위험에 기인하고 있다.

1) 산 부인 과 의 료사 고의 특징

가 ) 임신·분만 에 관계되는 사고가 많 음

부인과 관련의 의료사고도 있지만, 임신과 분만을 취급하는 산과에서

의 의료사고가 대단히 많다. 특히 분만에 관한 이상은 돌연히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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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발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분만은 본

래 극히 다이나믹한 현상이고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때로는 분

단위로 처치의 적부가 결과의 명암을 가르게 된다. 분만은 시간을 선택

할 수 없이 진행된다는 점도 異常事態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또한 산과와 그 관련영역의 의료기술이 진보하여 대다수의 출산은 정

상출산으로 무사히 끝난다. 이에 따라 임산부나 그 가족은 출산이 정상

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기대에 반하여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측은 의료측의 과실로

단정하기 쉬워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분만에는 그러한 위험이

본래 내재하고 있고, 이것이 산과에 있어서 의료분쟁이 많은 이유라고

분석된다.

나 ) 신생아의 급속 한 상태변화

신생아는 모체내의 극히 안정된 환경에서 급격하게 외계로 나오기 때

문에 전신기능의 급격한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는 신생아에게 극히 불안정하여 위험한 시기이고, 호흡기계나 순환기계

의 기능이상을 일으키기 쉽다. 이 시기의 저산소혈증이 장시간 지속되면

중추신경계의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고, 저체중아에서는 그러한 위

험성이 높다. 이러한 이상은 출생후 급속하게 출현하고, 경과도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와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태만히 하면 중대

한 결과를 초래하여 분쟁의 원인이 된다.

분만시에는 신생아전문의나 소아과의사가 대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이

상적이지만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실현이 곤란하고, 이 시기 분쟁책임은

산부인과의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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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부인과에서 는 자궁적출 등 과잉진 료의 위험이 높음

자궁은 임신에는 불가결한 기관이지만 희망한 수의 자녀를 출생한 후

에는 그 본래의 임무는 끝이 난다. 한편 자궁은 근종(종양)발생빈도가 높

고, 성인여성의 약 20%정도가 근종이 있다고 한다. 그 크기, 증상은 여

러가지이고 따라서 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도 증례마다 개별화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자궁적출은 근종의 치료로서 가장 근치적이고, 이미 희망한

수의 아이를 낳은 후면 적출하여도 큰 장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문에 자궁적출에는 남용위험성이 숨어 있고 과잉치료로 될 경향도 있다.

라 ) 임신 , 인공임신 중절 , 불임 등 가족내의 분 쟁이 많음

산부인과진료는 여성의 성기능이 주된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

로 이성, 배우자와 관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성감염증, 혼외임신,

인공임신중절, 불임증, 이상아출산 등의 경우에는 때로 뜻밖의 분쟁당사

자로 되거나 분쟁에 말려드는 경우가 있다. 폭행, 강간 등의 사례를 진료

하거나 배우자에게도 비밀의 임신, 분만경력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마 ) 혈액을 통한 감염 사고 가능성이 큼 .

산부인과는 월경, 부정출혈, 유산, 분만 등으로 환자의 혈액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감염위험이 크다. 또한 산부인과의 진료는 주사, 수술 등 다

른 진료과보다 혈액접촉의 빈도가 일상적으로 극히 높고 혈액의 양도 대

단히 많다. 때문에 혈액을 매개한 감염기회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2) 산 과 의 료사 고의 유형

- 15 -



가 ) 임신간과나 진 단지연

월경주기가 불순하거나 초경전후, 갱년기의 여성의 경우 임신이 간과

되거나 진단이 늦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간편하고 확

실한 임신진단시약이 개발되어 사고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나 ) 자궁외임신 의 오진 , 간과

자궁외임신을 다른 질환이라고 오진하거나 간과하면 갑자기 복강내출

혈이나 급성복통 등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초음파진단

법의 보급에 의하여 이러한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조기진단이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다 ) 인공임신중 절시의 자궁천공 이나 불완전한 내용 제거

임신초기의 중절수술은 자궁내강을 손으로 더듬어 소파하는 시술이다.

임신시 자궁벽은 매우 얇고 부드러워 시술중 잘못하여 천공할 위험이 높

고 이를 두려워하여 조작이 불충분하게 되면 내용물이 남게 된다. 천공

이 크면 개복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비교적 많은 사고이다.

라 ) 분만시 다량출 혈과 그에 의한 D IC

산도의 열상이나 자궁의 수축불량에 의한 출혈은 때로는 단시간내에

쇼크나 DIC(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 법발성혈관내응

고)가 된다. 적절하게 기민한 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체사망이라는 최

악의 사태로 된다. 분만 후 수시간이 경과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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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분만시 감시불 충분에 의한 추락분 만이나 태줄탈출

분만 진행중 모자의 상태에 대한 주의부족으로 분만대 이외에서 분만

하거나 태줄이 자궁구로부터 탈출하여 태아의 생명에 악형향을 끼칠 수

있다.

바 ) 분만시나 신생 아기의 저산소혈 증에 의한 아기상해

분만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기에게 저산소증이 일어나 태아가사가

되고, 이것이 분만후에도 계속되어 신생아가사로 된다. 이들에 대하여는

산소흡입(모체 또는 아기), 급속분만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고 이것

이 불충분하거나 지연되면 아기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사 ) 제왕절개의 지 연

정상분만이 무리라고 판단되거나 태아에게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제

왕절개가 필요하게 된다. 수술시간대와 요원의 관계, 판단의 지연 등의 이

유로 실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태아에게 영향이 있게 된다.

바 ) 신생아의 이상 이나 기형의 발견지 연

최근에는 초음파진단의 진보와 보급에 의하여 주요한 기형은 출생전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작은 기형은 출생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출생후의 검사나 관찰이 불충분하면 그 발견이 지연

되거나 간과되기도 한다. 내장기형의 발견지연은 아기의 생명에도 관계

되는 경우가 있다.

사 ) 신생아의 개호 에 수반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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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개호시에는 성인이나 유소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 많은 경우 의료인측의 개호·감시잘못에 의한 것으로 신생

아의 바뀜, 도난, 신생아 자신의 낙하나 기물에 의한 외상, 토한 우유의

삼킴, 목욕시의 손상 등이 있다.

아 ) 신생아 과빌리 루빈혈증에 대한 처 치지연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은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병적 황달을 간과하여

광선요법, 교환수혈 등의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중증의

경우는 핵황달로 되고, 중추신경계에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자 ) 미숙아에 대한 부 적절한 처치

미숙아, 저체중아는 호흡기나 순환기 기능부전의 합병이 쉽고, 저산소

증이나 과빌리루빈 혈전 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처치가 행

하여지지 않으면 회복불능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미숙아에 대

한 산소의 장시간·과잉투여가 미숙아망막증을 일으켰다 하여 의료분쟁

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3) 부 인과 의료 사고 유형

가 ) 수술시의 기구 , 거 즈의 잔류

부인과의 개복수술은 골반내 장기가 대상이므로 깊은 골반강에서 행하

여진다. 이 때문에 출혈이 많았거나 수술전의 장세척이 불충분하기 때문

에 장관배제가 곤란하였다면 거즈나 작은 기구가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후의 발열이나 복부 엑스레이촬영에 의하여 잔류가 판명되거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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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있다.

나 ) 골반내수술 에 의한 방광루 , 직장루 의 발생

전항과 동일한 이유에서 골반내 수술에는 요로계나 소화기를 손상할

위험이 있다. 즉시 복원되면 문제는 없지만, 수술후에 재개복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다 ) 마취사고

큰 수술은 마취과 의사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작은

수술, 인공임신중절술, 분만시 마취 및 제왕절개수술 등은 산부인과 의사

자신이 마취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저혈압, 쇼크 등의 마취사고가 발생

한 경우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대처가 부적절하면 중대한 사고로 연결되

는 경우가 있다.

라 ) 자궁적출에 수 반되는 분쟁

자궁근종 등을 이유로 한 자궁적출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행하여지는 수술이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환자와 의논하여 양해를 구해

놓지 않으면 후일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궁이라는 장기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고 또 자궁에 대한 견해가 환자 자신과 의사 사이에 다른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마 ) 난소암 , 자궁암 등 의 간과와 오진

부인과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악성종양에 관한 진단의 간과와 지연은

환자에게는 중대한 문제이다. 난소는 종양이 다발하는 장기이지만 자각

증상이 적기 때문에 발견이 지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모두 환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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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의 주의 깊은 진찰이나 검사가 있으

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의사에 의하여 진단되면 처

음 의사의 간과가 문제된다.

다 . 外 科

1) 외 과 의 료사 고의 특징

외과영역에서의 의료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기본적인 조치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이다. 신문, TV 등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수술기계나 가제 등을

체내에 잔류시키거나, 투약·채혈 등의 경우 실수로 환자를 바꾸거나, 배

관접속실수에 의한 마취사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고의 공통점은 ①

초보적인 실수라는 점, ②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③ 확실한 사

고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5) .

다른 하나는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의학적으로는 입증이 곤란함에

도 불구하고 환자측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소송에까지

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해성립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환자측

의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의료인측에 대한 환

자측의 불신이 대부분이고 오해나 의사소통불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여부가 핵심사항으로 된다.

5) 예를 들어 수술시에 행하여지는 가제카운트 등은 중요한 사고방지대책의 하

나이다. 수술종료후 체내잔류가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전후의

가제수를 비교하고, 수가 맞지 않을때에는 X-Ray촬영 등에 의해 체내잔류가

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제에는 조영가능한 섬유가 사전에 부착되어 있어

조영결과 만약 가제가 남아 있다면 제거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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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는 내과계에 비해 의료사고와 그 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영역이

다.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장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침습을 가해야 하

기 때문이다. 대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을 받기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미 신체의 생명예비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직후 1-2주

간은 극히 위험한 상태에 방치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신체의 주요 장기

에 대한 수술은 전신상태의 평가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

다. 의료진이 훌륭한 수술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습이

환자의 전신상태의 평가를 넘는 경우 결국 수술은 불가능하게 된다. 암

은 치료할 수 있었지만, 환자는 치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외과영역에 있어서의 의료사고의 특징에 대하여 이를 대침

습수술, 중침습수술 및 저침습수술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침 습정 도에 따른 의료 사고 의 특 징

가 ) 대침습수술

일반적으로 대침습수술로서는 식도절제술, 췌장·십이지장절제술, 간절

제술, 폐절제술, 직장절제술 등을 들 수 있다. 수술은 절제작업 그 자체

가 복잡하고 동시에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절제한 장기의 기능회복

(재건수술)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장시간에 걸친 대침습수술의 수술직후 환자는 많은 튜브와 카테터에

연결된 상태로 복잡한 치료관리를 받게 된다. 수술후의 심부전, 호흡부

전, 간부전, 신부전, 췌기능장애 혹은 봉합부전, 감염증 등에 널리 주의를

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기 때문에 주치의와 간호사의 긴밀한 팀웍

이 필요하다. 수술후의 환자상태에 대한 무딘 판단과 경과관찰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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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심한 합병증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 ) 중침습수술

위절제술, 대장절제술, 담낭적출술, 유방절제술, 갑상선절제술, 하지정

맥유유수술 등이 중침습수술에 속한다. 수술후 MRSA(Metacillin

Resistant Stanhylococcus Aureu s ;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감염증을

수반하는 봉합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나 이물이 체내에 잔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 ) 소침습수술

소침습수술로는 맹장, 탈장 및 치질수술 등을 들 수 있다. 비교적 간단

한 수술과 단기입원으로 즉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환자측의 기대

가 높기 때문에 환자측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불만이 커질수 있다.

외과에서 대부분의 분쟁은 대침습수술에서보다는 소침습수술시에 발생

한다. 요추마취후의 수막염후유증, 충수절제후의 복강내출혈, 복강내잔류

농양의 재수술로 하지기능장애, 건강한 쪽의 탈장수술을 해버린 경우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소침습수술은 특히 심야에 수련의에게만 맡

겨지는 경우에는 더욱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라 ) 저침습수술

근래 복강내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절제하는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복

강경하 담낭적출술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기복하(氣腹下)수술시 최대의

결점이 있고 기복에 수반하는 심한 합병증과 분쟁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기복을 사용하지 않는 복강경하 수술에서는 기복에 수반하는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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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부전, 고탄소가스혈압, 전신피하기종 등의 합병증은 전혀 없지만, 특

수하게 긴 겸자를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안

전한 수행을 위해서는 신중한 팀훈련이 필요하다.

마 ) 내시경수술 (en do s c orpic s urg ery )

관강내에 내시경을 삽입하고 그 겸자공을 통하여 절개, 절제, 지혈 등

의 모든 수술작업을 행하는 치료가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내시경

수술치료는 합병증을 야기하지 않는 한 대개 무침습에 가깝지만, 만약

합병증을 야기하면 환자가 이미 퇴원한 상태이므로 심각한 의료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라 . 整 形 外科

정형외과는 취급하는 외상·질환의 종류는 많고,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도 여러 가지이다. 의료사고는 검사, 처치, 수술, 수술 전후의 관리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1) 검 사

가 ) 관절천자에 수 반하는 화농성관 절염의 발생

외래에서 빈발하게 행하여지고, 관절액검사를 행하면 동시에 치료의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입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특히 감

염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나 ) 척수조영에 수 반하는 두통·감 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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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RI(Magnetic Resonance Image)덕택으로 척수를 조영하는 경우

가 적지 않지만 지주막하강천자 결과 저수압성의 완고한 두통을 일으키

는 경우가 수시로 있다. 드물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결조작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처 치

가 ) 신경블럭에 수 반하는 제증상

정형외과에서는 치료수단으로서 신경블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경부

신경근블럭, 성상신경근블럭, 완신경총블럭에서는 기흉이 일어날 수 있

다. 또 경부는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소마취제쇼크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이다. 요부경막외블럭은 원칙적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

지만 요통질환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빈도도 높다. 지주막하강천자로

되어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드물게 척추

마취도 쇼크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나 ) 기브스 , 견인에 수 반하는 제증상

초기의 합병증으로서 순환장애, 신경마비, 압박상처 3가지가 중요하다.

이들의 증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자

주 점검하지 않으면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3) 수 술

가 ) 감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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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수술에 있어서 감염은 치명적이다. 특히 인공관절과 같이 커

다란 이물을 체내에 넣는 수술에서는 수술중 감염위험이 극히 크다. 감

염은 주로 수술실내의 세균에 의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정형외과에서 현

재 가장 사고발생위험성이 큰 것은 수술중감염이다.

나 ) 수혈부작용

C형간염의 발생가능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정형외과에

서는 응급수술을 예외로 하여 가능한 한 자기혈액을 수술전에 채혈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

적으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채혈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도 꽤 있음) 수혈부작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수 술전 후의 관리

가 ) 수술후의 폐합 병증

하지수술후 혹은 외상후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폐색전으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로부터

골반내의 깊이 있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색전원인이 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다. 드물

지만, 큰 골절후의 지방색전발생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 ) 인공관절의 탈 구

아주 특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인공관절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회 탈구하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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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를 방지하도록 위험기간은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 재골절·재 단열

일단 골유합이 된 후 내고정구를 제거한 후에 재골절을 일으키는 경우

가 있다. 마찬 가지로 아킬레스건이나 손가락 굴절건의 봉합수술후에 무

리한 부하가 걸려 재단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환자에게 잘 이해시키고 진찰하는 측도 충분히 주의를 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라 ) 다른 부위의 골절

고령자에게서는 보행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회복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전도하여 다른 부위를 골절하는 경우가 있다.

마 . 精 神 科

정신과 의료사고는 다른 의료영역의 사고와 차이점이 있다. 사고종류

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과에서는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 나

가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정신과에서는 예측의 불가능

성이나 충동성 때문에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즉 즉각적인 치료개입

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잘못 대처해서 생각, 느낌, 행동의 장애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정신과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자살이나 폭

력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들 수 있다6) . 그밖에 정신과에서는 환자가 다

른과에서 수진하는 경우가 있고, 의존성이 발생하기 쉬운 약물을 많이

6) www .medikorea.net/ medilaw / 97summ er .htm , 이민수, 고려대 의대교수(신경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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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때문에 약물의존의 발생률이 높으며,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도

자주 문제가 된다(의료사고방지위원회, 1994). Kaplan 등(1994)은 정신과

에서 일어나기 쉬운 사고로 자살, 강제감금, 약물과용이나 탐닉, 부적절

한 치료, 오진, 환자와의 성관계 등을 들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해 비용

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살이며, 그 다음이 환자와 성관계, 부적절

한 치료, 약물과용의 경우이다. 강제감금은 자살이나 공격성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적절한 치료, 오진, 환자와 성관계 등

은 다른 의료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사고이며, 약물과용이나 탐닉은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다루게 된다.

4 . 醫 療過 失 과 賠償 責 任

의료행위는 생물체인 인간의 생체에 침습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

료, 건강을 유지하는 행위인만큼 이로 인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은 사실

상 숙명적인 측면이 있다. 의료행위는 그 자체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고 그 결과에 대해 이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의사는 없기 때문이

다. 「醫療事故」란 의료수요자인 환자가 공급자인 의사로부터 의료서

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중 발생하는 豫想外의 惡結果 또는 본래의 의료

행위가 시작되어 끝나는 과정이나 그 종료후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

밖에 일어난 원하지 않는 不祥事 이며 이는 어느 일방의 책임소재를 가

리지 않는 責任中立的 現象을 뜻한다7) . 이에 비하여 「醫療紛爭」은 의

료사고에 있어 어느 일방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에 제기된

다. 즉,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하는 환자측과 의료인간의 다툼 또는 의

사의 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와 의사를 포함한 의료관련자의 행위로 인한

7) 문국진, 「의료의 법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p .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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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기점으로 하는 의사와 환자간의 다툼을 말한다8).

다음으로 「醫療過誤」란 의료인이 의료행위의 수행중 업무상의 의무

를 준수하지 못하여 환자를 사상케하는 부주의, 태만, 실수 및 고의를 통

칭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의료과오가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때 이를 「醫療過失」이라 한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유형은 전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분쟁발생시 의료과실의 판정은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재량권의

범위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 . 醫 療 行 爲 의 法 律 的 特 性

의료행위는 법률적으로 醫師와 患者간의 契約關係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먼저

의료행위에는 보수관계가 따르므로 雇傭契約(민법 제655조)으로 보는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보수를 받는다 하여도 의료인이 환

자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으므로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으로 의료행위는 일정한 일의 완성(질병의 예방과 치료)을 목적하는 都

給契約(민법 제644조)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그 자체로서

의료인의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질병의 완치라는 결과에 계약목표를

두지 않으며 예상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의료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의료행위는 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委任契約(민법 제

680조)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 .

8) 김광우, 진료의 입장에서 본 병원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 대한병원협회지,

통권 제111호, p .37
9) 이근호,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적고찰」, 고려대석사학위논문, p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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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료계약은 의료행위의 본질상 다른 계약행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즉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이

유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은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

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契約自由라는 民法의 基本原則

에 어긋나지만 醫療의 公共性, 患者의 健康權을 重視하는 公序良俗의 觀

點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진료계약에 의한 의사의 채무는 질병

치유라는 결과로서의 채무가 아니라 질병치유라는 결과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학적지식과 기술을 구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수단으로

서의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계약은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게

될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診療契約의 手段債務的 特性은 의료행위를 둘러

싼 의사와 환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의미, 즉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等(민법 제390조)을 유발하게 된다10).

나 . 醫 師 의 注 意 義 務

過失은 주의의무를 그 觀念的 前提로 하며 이같은 주의의무의 위반을

과실이라 한다. 따라서 과실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게을리한 때

에 발생하며 이의 抽象的 接近은 一般人 또는 通常人을 기준으로 하는

注意義務의 違反인 것이다. 여기에서 一般人 또는 通常人이란 어느 특정

인 직업이나 지위에 놓인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통칭한다. 그러나 의

료직과 같은 전문직업 업무에 따른 과실은 일정한 업무상의 과실이기 때

문에 일반인이 아니라 통상의 전문직업인의 正常的인 技術, 能力등에 따

르는 注意義務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10) 한국생산성본부, 「의료피해구제의 적정화방안」, 1988.10., p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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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는 구체적으로 당해 의사의 경력, 신분, 지위, 전문분

야 등의 개인적 조건과 더불어 객관적 조건으로서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관행과 의료행위의 긴급성, 진료지, 진료시각, 의료시설 등의

진료환경조건 및 의사의 재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11) . 대법원도 주의의

무위반을 판단하는 과실의 유무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진

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야야 한다”고 하

고 있다12).

다 . 法 律 上 의 責 任

1) 民 事上 의 責 任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법과는 달리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타당한 구제, 즉 구체적인 공평·타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에 비해 과실의 영역 및 責任追及이 廣範圍하며 협의

의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

다13). 의료사고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일반

적인 구성요건으로서는 첫째, 가해자인 의사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歸責

原因이 存在하고 둘째, 환자의 병증이 치료전보다 악화되는등의 損害가

存在하며 셋째, 귀책원인과 손해의 발생간에 因果關係가 存在하여야 한

다.

의료인이 의료과오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

11) 강봉수,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 재

판자료 제27집(법원행정처, 1985), 308면.
12) 大判 1987.1.20, 86다카1469
13) 이재훈, 「判例不法行爲法」, 法曹文化社, pp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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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책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의료과오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같이 채무불이행책

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이들의 청구권경합을 인정할

것인가에 논의가 있다. 첫째는 이들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경합설이 있

고, 둘째는 경합을 부정하는 법조경합설이 있다. 통설과 판례는 청구권경

합설을 인정하여, 여러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청구권이

각각 발생하며, 이들은 독자적인 효과, 시효, 입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다14). 반면 법조경합설은 특수한 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먼저 적용하

고, 이 경우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은 배제된다고 한다15).

2) 刑 事上 의 責 任

형법은 고의나 주관성에 입각하여 가벌성의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사

회에 대한 책임을 추급하는 공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사고발생

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악성 및 작

위성이 개입되어 있거나 태만등으로 인한 경우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

고발생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형사상책임은 대부분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

상과실치사상에 따른 것이다.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첫째, 행위

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둘째, 행위에 위법성이 있으며 셋째, 행

위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등이 요구된다. 즉 형법에서는 민법에서와 같이

14) 정희철·정찬형, 상법원론(상)(박영사, 1996), 286면(정찬형견해);손주찬, 상법

(상)(박영사, 1996), 334면;최기원, 상법학신론(상)(박영사, 1996), 264면;大判

1977.12.13, 75다107;同 1980.11.11, 80다1812;同 1983.3.22, 82다카1533;同

1989.4 .11, 89다카11428;同 1992.4 .14, 91다17146
15) 정희철·정찬형, 상게서, 286면(정희철견해);손주찬(외), 주석상법(Ⅰ)(한국사

법행정학회, 1992), 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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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해와 같은 결과의 발생이 범죄를 구성하는 필요요건이 아니

다. 그러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재판의 주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

므로 이러한 과실범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의 발생이 구성요건이

된다.

이밖에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은 의

료법 제16조의 진료거부에 대한 책임, 동법 제19조의 기밀누설에 대한

책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 동법 제152조의

위증에 대한 책임등이 있고 기타 마약법, 모자보건법 및 혈액관리법등에

도 관련조항이 있다.

3) 行 政上 의 責 任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51조에 의한 개설허

가의 취소, 제52조에 의한 면허의 취소 및 제53조에 의한 자격정지등이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의료사고 보다는 의료불만, 과잉진료, 무자격의

료 및 광고행위등에 의한 것이 주종이다. 의료사고에 기인한 행정처분은

민·형사상의 책임과 별개로 행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책임 및 중

대한 민사책임이 법적으로 명백해진 경우에 부가적으로 행해지게 된

다16).

라 . 過 失 等 의 立 證 責 任

의료과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환

자의 손해발생,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환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에 의한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은

16) 한국생산성본부, op . cit . pp . 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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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환자

는 다른 의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지만, 같은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에 의해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기는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자의 구제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의사의 과

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즉,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

사와 환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환자측의 증거수집과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자측이 입증곤란한

문제를 고려 인과관계를 추정해주고, 의사의 과실 인정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엄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대법원은 의료과오소

송에 있어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고 있

다17).

5 . 醫 師의 裁 量 權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의학

적 지식과 기술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병변의 진행성과 증상반응의 예측곤란성으로

인하여 의사에게 치료방법의 수정 및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의사의 재량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사의 재량문제는 진단의 확정, 요법(療法)의 채택여부, 시기

의 선택에서 주로 발생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의사의 재량

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원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

는가는 의료과오소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8).

17) 大判 1993.7.27, 92다15031;同 1990.6.26, 89다카7730;同 1992.12.8, 92다29924
18) 이하 의사의 재량권에 대한 견해는 정효상(강동동서울외과 의원장,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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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는 비생리적이며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의료행위의 결과 어떤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

오를 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악결과 중에는 처음부터

명백히 예견되는 것도 있지만 사전방지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견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 발생결과에 대

해서만 문제삼는다면 이는 의사의 방어진료 또는 진료위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혜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 裁 量 權 의 範 圍

의사의 재량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

료행위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의 독점적인 진료권을 인정하면 의사의 재량의 범위는 넓

어지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전제로 한

다면 의사의 재량권의 범위는 좁아지게 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의사의 재량권의 범위는 무한정으로 광범위

한 것같지만,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실 있는 재량이란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권의 문제

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의학의 진보, 의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고, 반면에 확대될 수도 있는 유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진 단과 정에 서의 재량 권

특수법무 대학원)의 의사의 재량의 범위와 한

계 (ww w .medikorea.net/ m edilaw / 97spring.htm )에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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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단은 제한적으로 주어진 자료(즉, 문진, 시진, 촉진, 청진,

각종의 검사자료 등)만을 기초로 하는 의학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진단

은 진찰의 결과에 의해 어떤 병적 상태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자료의 부

족, 자료의 상호모순, 자료의 다양성 또는 진단에 필요한 기초이론의 불

충분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확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결론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불확정적 사실과 그에 따른 불

가예측적 결과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기 때

문이다.

우리 판례는 의사의 진료방법의 선택에 대한 재량성 문제에 대해 인정

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다. 먼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

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

실이 있다 할 수 없다." 고 판시19)하여 진단벙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의

재량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법원 판례이긴 하나 의사의 재량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다.

즉, "소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진료에 있어 망인

의 증상을 뇌막염 등 신경계질환과 소화기질환을 동시에 의심하였으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신경계질환의 확진에 앞서 응급실의 기본 검사방

법이자 소화기질환의 기본적인 진단방법인 복부엑스선 촬영을 앞서서 혹

은 적어도 병행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위 촬영을 한

19) 대판 1996. 6. 25., 94 다 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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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다." 고 판시20)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서울지법 판례는 엄격한

의미에서 진단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의 재량권을 부정한 판례라기보다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판례라고 여겨진다.

2) 치 료과 정에 서의 재량 권

치료의 목표는 질병의 치료라는 최대효과의 달성이다. 그러므로 치료

방법, 처치의 선택, 치료시기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설령 의사의 견해가

상이한다 하여도 최종적인 선택은 주치의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야 하

는 것이다.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

적 근거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첫번째로 '존중되는 소수법리론'

이 있다. 이 견해는 몇 개의 승인된 치료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였을 때 그것이 통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 개발되지 않는 의료분야에서의

신기술은 그것이 소수에 의한 것이라도 신중히 고려되고 합리성이 인정

된 때에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는 '판단착오의

법리'이다. 이 견해는 의사가 진찰을 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

더라도 보통 적용가능한 직업적 기준을 따랐다면 치료방법의 선택 등 판

단에 있어 잘못을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는 이론이다.

우리 판례는 치료방법의 선택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역시 공존하고 있다. 먼저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판례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비록 의사의 진료행위와 환자와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한밤중인 1시 10분 경에 수련의로서 홀로

당직근무를 하다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20) 서울지법 1995. 6. 8 94 가 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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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에 의하여 그 치료방법으로 우선 호흡곤란

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을 쓰기로 하고 그 대증요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사약제를 선택한 다음 간호원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

라 주사하였다면 그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후의 처치과정에서

명백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중

략)"라고 판시21)하여 치료방법의 선택시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판례로는 고압산소치료 중 사망사건에 대한 판례인 서울지판

1995.11.1, 93 가 55635사건과 견갑난산사건인 전주지판 1995.11.22, 94 가

7798 사건이 있다(판례요지 생략).

3) 신 치료 법에 서의 재량 권

본래 신용법은 종래의 확립된 용법보다 더 높은 유용성과 더 낮은 위

험성을 기대하여 개발되는 것인데, 그러한 기대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채택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요법과

신치료법 사이에 재량적 통일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환자의 이

익이 의학 자체의 발전보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법원

은 비록 지방법원 판례이긴 하나 신치료법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있다22).

4) 규 격진 료에 서의 재량 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한정된 범위의 진료와 진료지침 및 약제처방

등 소위 '규격진료'를 우선하고 있다. 규격진료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사가 치료방법 및 약제의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21) 大判 1986. 10.28, 84 다카 1881, 類似判例 1992. 5.12, 91 다 23707
22) 서울 지판 1995.11.1, 93 가 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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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보험제도와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

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할 지 몰라도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례로 보험환자의 진단을 위한 검

사항목이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의료라는 제한성 또는 환자의 편의

도모 등은 오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하등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격진료에서의 의사의 재량권의 문제는 향후 중요

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나 . 裁 量 權 의 限 界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 따라서 의사의 재량권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이고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만 한다.

1) 比 較衡 量의 基準

의료상의 처치는 본래 생명의 유지 내지 건강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결과 오히려 사기를 앞당겼거나 증상을 악화시켰거나 보다 중한 질

환에 걸리게 하는 것은 치료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방

법의 선택 및 처치실행에 대하여는 건강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사용하는 치료법에 따른 환자의 위험과 치료

법을 사용하지 않을 시의 치유곤란성을 比較衡量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비교형량을 도입한 판례로는 서울 지판

1989.2.22, 87 가 400사건이 있다(판례요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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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專 斷的 인 醫 療行 爲의 禁止

의사는 진단이나 치료의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의 승낙 혹은 동의를 받은 다음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이

는 전단적 의료행위가 된다. 최근 우리 판례는 의료행위에 환자의 주체

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며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곧

전단적 진료가 되어 법률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3) 手 術同 意書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전에 수술서약서, 수술동의서 등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만일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어떠한 불상사나 돌

발적인 사태가 벌어져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와 "이 수술을 받

을 것을 승낙하며 수술방법은 집도의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그러나 이 수술동의서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의사에게 제출된 환자의 수

술동의서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동의서를 인정한다면

의사의 과실을 사전에 용인하고 병원측의 과실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상 이는 불공정행위

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술동의서 문제는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

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므로 수술내용, 필요성, 부작용여부, 마

취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성공확률 등 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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