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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최고가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무엇인가를 마칠 때쯤이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러

울 때가 많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로 이끌어주신 최종훈 교수님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격려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는 김종열 교수님과 세심하

게 살펴봐주시고 자상하게 이끌어주신 윤창륙 교수님,멀리 미국에서 꼼꼼히 챙겨

주신 신경진 교수님,항상 웃으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안형준 교수님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신 김성택 교수님과 권정승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구를 같이 수행하며 모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준

구강내과학교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일도,어려운 일도 항상 같이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6년 7월
권 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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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치치치과과과임임임상상상영영영역역역에에에서서서 발발발생생생된된된

의의의료료료분분분쟁쟁쟁의의의 판판판례례례분분분석석석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의
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
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
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

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
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
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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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1억원 이
상이 6.7% 이었다.

8.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
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설
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
성이 폭넓게 요구되며,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
뢰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
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
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치과 의료사고,판례,신뢰관계,자율성(autonomy),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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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과과과임임임상상상영영영역역역에에에서서서 발발발생생생된된된
의의의료료료분분분쟁쟁쟁의의의 판판판례례례분분분석석석

(지도교수 최최최 종종종 훈훈훈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권권권 병병병 기기기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의료는 개념적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선의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에게 주어
진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그런 연유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과 신성불가침
성이 대대로 인정되어 왔으나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의료의 계약적인 측면이 강
조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의료행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닌 단지 전문직종의 하
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특히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 시행되면서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외형적 성장을 가져
왔고 또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
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의료행위의 본
질에 대한 이해부족,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의 환자측 요인과 상업화,
전문화된 의료공급체계,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등 의료
공급자측 요인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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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등 사회제도적 여건이 맞물려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김선
중,2005).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침습행위의 속성이 있고,인간 신체의 개별적 특이성 및

불예측성 등으로 인하여 진단,예후 등의 판단이 쉽지 않으며,개개인별로 진료나
투약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행위는 악결
과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또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료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과거,즉 전단적 진료가 허용되던 시대에는
이러한 악결과내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의사의 권위로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
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의사들의 권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
정적 시각이 의료사고를 분쟁화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문국진,
1991).
즉,환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에 기반한 관계

로 출발하였지만 목적달성에 실패했을 때,즉 치료에 실패하거나 치료 이전의 상
태보다 악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관계는 대립과 반목의 관계로 변질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누구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의사측이나 환자측 모두가 많은 시간
적,경제적,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추세에서 치과영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한국 소비

자보호원의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상담 건수는 1996년
926건,2000년 1,373건,2004년 2,38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05년
도 상반기에는 치과 관련 상담 건수가 진료과목별 상담건수 중에서 최고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고 피해구제건수도 매년 25.1%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치과
의료분쟁 실태조사,2005).
치과 의료소송의 인용비율은 41%로서 의료소송의 인용비율 48%보다 떨어지지

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치과 의료분쟁
의 원인은 치과의료의 기술적인 미숙 내지 과실보다는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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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제소된 사건의 약 60%는 치
과의사에게 기술적인 과실이 없지만 환자측에서 치과의사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
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신현호,2004).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의료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약 10여년 전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과 서울시 치과의사
회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공동으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해왔고,특히 회원의 의
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하면서 이를 근간으로 의료분쟁 대책을 위
한 치과의사나 진료보조원들의 진료실내 의료사고 예방 수칙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이러한 공동 연구 중 배상책임보험이 실시된 이후인 최근 2004년도 보고
서에서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대부분의 회원들이 의료
분쟁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이런 기대에 반해 실제 분쟁을 경험
한 의사들 중 배상책임보험사의 의료사고처리에 대하여 23.46%만이 만족하였고,
그 절차도 잘 모르고 있으며,심지어 보험 약관이 만족스럽다는 치과의사는 0.69%
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윤정아,2005).
한편 시민단체들의 의료계에 대한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최근 경실련 등

일부 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하고 정부가 입법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시민
단체가 요구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
다고 선언했다.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사항으로는 조정전치주의,조정위원회구
성,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독립성,피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위반의
명시적 규정,불가항력적인 사고시 국가의 무과실보상,형사처벌특례조항,진료방
해 및 난동금지,의사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제3자 개입 등 많은 주제를 갖고 있는
데 시민연대에서는 정부가 추진해 왔던 무과실보상제도나 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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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해 반대를 주장했다.더욱이 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은
무조건 형사적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피해보상은 의료사고가 무과실
로 입증되더라도 의료인이 낸 보험료로 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년 가까이 끌어왔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이러한 양측간

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바로 이런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료분쟁의 문제는 의료인 스스로가 해

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아울러 법률적인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은 더 증가하게 되고 일은 복잡해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의료분쟁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의과영역에서는 내과,산
부인과 등의 의료사고 판례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또한 치과영역에서도 의료
사고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판례분석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의
료사고에 대한 판결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책임유무에 관한 판단의 결론임과
동시에 유사한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처리에 미치는 모델적 영향이 매우 크고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과오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료제도라
던가 인적,물적 설비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의 기초가 되는 의료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보
다도 의료사고에서 그 판례에 특히 더 유의하게 된다(김상찬,1997).이에 본 연구
에서는 치과영역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하여 그동안의 치과 의료분
쟁에 대한 연구와 실제 판례로서의 결과를 비교,분석함에 의의를 두고,그 내용
으로는 치과관련 소송의 양상,변화 양태,노출된 영역 및 판결에 중요한 법적 판
단기준 등을 살펴보고,이를 통해 치과영역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며
치과 임상에서의 의료분쟁 예방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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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분석대상으로 쓰인 자료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사건의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재판이 종료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치과영역에서의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관련 판결문 30례
이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자자자료료료의의의 확확확보보보

치과영역에서의 의료소송과 관련된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관련 판결문을 해당
법원의 협조를 얻어 일부 판례를 수집하였고 아직 전국 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
련한 유형별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치과의사협회에 사실조회 접수된 사항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의 신체감정내역,인터넷 법률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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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자자자료료료의의의 분분분석석석

상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연도별,유형별 분포,치과
영역 의료분쟁의 원인,원고의 소송결과,치과 의료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치과
의료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 소송과 관련된 의
사 수,판결시까지의 소요기간,의료과실 및 신체감정 유무,의사 패소 판결의 주
안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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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치과영역에서의 의료소송과 관련된 전국 지방법원의 민
사 관련 판결문 30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11...치치치과과과영영영역역역 의의의료료료소소소송송송의의의 연연연도도도별별별 분분분포포포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판례건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94년부터 1999년까지
8건(16.6%),2000년 7건(23.3%),2001년 7건(23.3%),2002년 4건(13.4%),2003년 2건
(6.7%),2004년 2건(6.7%)이 있었다(표 1).

표 1.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연도별 판례건수

연도 판례건수 비율(%)
1994 1 3.3
1995 2 6.7
1996 1 3.3
1997 1 3.3
1999 3 10.0
2000 7 23.3
2001 7 23.3
2002 4 13.4
2003 2 6.7
2004 2 6.7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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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치치치과과과영영영역역역 의의의료료료소소소송송송의의의 유유유형형형별별별 분분분포포포

치과영역 의료소송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발치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11건
(36.7%)으로 가장 많았고,보철 5건(16.7%),악관절 동통 4건(13.3%),교정 4건
(13.3%),임플란트 1건(3.3%)등으로 나타났다(표 2).발치와 관련한 의료사고는 사
망 3건(27.3%),감염 3건(27.3%),감각이상 2건(18.2%),영구손상 2건(18.2%),과잉
발치 1건(9.0%)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유형별 분포

유형 판례건수 비율(%)
발치 11 36.7
보철 5 16.7

악관절 동통 4 13.3
교정 4 13.3

교정 및 악교정술 3 10.0
근관치료 1 3.3
임플란트 1 3.3
기타 1 3.3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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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발치와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

유형 판례건수 비율(%)
사망 3 27.3
감염 3 27.3

감각이상 2 18.2
영구손상 2 18.2
과잉발치 1 9.0
계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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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치치치과과과영영영역역역 의의의료료료소소소송송송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치료불만족이 11건(36.7%)으
로 가장 많았고,사망,영구손상이 각각 5건(16.7%),감각이상이 4건(13.3%),감염,
합병증이 4건 (13.3%)등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원인

소송원인 판례건수 비율(%)
불편감,치료불만족 11 36.7

사망 5 16.7
영구손상 5 16.7
감각이상 4 13.3
감염,합병증 4 13.3
기타 1 3.3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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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원원원고고고의의의 소소소송송송결결결과과과

원고의 소송결과 원고의 일부승이 9건(30.0%),강제조정 8건(26.7%),화해권고결
정 1건(3.3%),패소는 12건(40.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5).

표 5.원고의 소송결과

소송결과 판례건수 비율(%)
전부승 0 0.0
일부승 9 30.0
강제조정 8 26.7

화해권고결정 1 3.3
원고(환자)패소 12 40.0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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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치치치과과과영영영역역역 의의의료료료소소소송송송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병병병원원원유유유형형형

치과영역 의료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이 18건(60.0%)으
로 가장 많았고,치과대학 부속병원 8건(26.7%),종합병원 치과가 2건(6.7%),치과
의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1건(3.3%),기타 1건(3.3%)을 차지하였다(표 6).

표 6.치과영역 의료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

병원유형 판례건수 비율(%)

치과의원 18 60.0

치과대학 부속병원 8 26.7

치과의원,치과대학 부속병원 1 3.3

종합병원 치과 2 6.7

기타 1 3.3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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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치치치과과과영영영역역역 의의의료료료소소소송송송의의의 심심심급급급별별별 구구구성성성비비비율율율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1심으로 종결된 경우가
21건 이었고 이에 불복하여 2,3심으로 진행된 건수는 9건으로 전체의 30.0%를 차
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발치 3건,교정 및 악교정술 2건,보철,교정,근관치료,임
플란트가 각각 1건 이었다(표 7).그리고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소인을
구분하면 원고(환자)측에서 6건,피고(의사)측에서 3건이 있었으며 판결결과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다.

표 7.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

유형 1심 2,3심 이상

발치 8 3

보철 4 1

악관절 동통 4 0

교정 3 1

교정 및 악교정술 1 2

근관치료 0 1

임플란트 0 1

기타 1 0

계 21 9



-14-

777...손손손해해해배배배상상상 청청청구구구금금금액액액 및및및 판판판결결결금금금액액액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을 분석한 결과 청구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 1건
(3.3%),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6건(20.0%),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8
건(26.7%),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1건(36.7%),1억원 이상이 4건(13.3%)을 차
지하였다.판결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 3건(10.0%),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12건(40.0%),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1건(3.3%),1억원 이상이 2건(6.7%)를
차지하였다(표 8,9).

표 8.손해배상 청구금액

표 9.손해배상 판결금액

청구금액(단위:만원) 판례건수 비율(%)
1,000미만 1 3.3
1,000-3,000 6 20.0
3,000-5,000 8 26.7
5,000-10,000 11 36.7
10,000이상 4 13.3

계 30 100.0

판결금액 판례건수 비율(%)
1,000미만 3 10.0
1,000-3,000 12 40.0
3,000-5,000 1 3.3
5,000-10,000 0 0.0
10,000이상 2 6.7
판결금액 없음 12 40.0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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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치치치과과과영영영역역역 의의의료료료소소소송송송의의의 관관관련련련의의의사사사 수수수

치과 의료소송 관련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1명이 22건(73.3%),2명이 4건
(13.3%),3명이 2건(6.7%),4명이 2건(6.7%)을 차지하였다(표 10).

표 10.치과영역 의료소송의 관련의사 수

관련의사 수(명) 판례건수 비율(%)
1 22 73.3
2 4 13.3
3 2 6.7
4 2 6.7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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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판판판결결결시시시까까까지지지 소소소요요요기기기간간간

판결시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10개월 이하가 2건(6.7%),11개월에서 20개
월까지가 14건(46.7%),21개월에서 30개월까지가 11건(36.7%),31개월 이상이 3건
(10.0%)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
었다(표 11).

표 11.판결시까지 소요기간

소요기간 판례건수 비율(%)
10개월 이하 2 6.7
11-20개월 14 46.7
21-30개월 11 36.7
31개월 이상 3 10.0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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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의의의료료료과과과실실실 및및및 신신신체체체감감감정정정 유유유무무무

의료과실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과실 있음을 인정한 경우가 14건(46.7%),과실없
음이 16건(53.3%)의 비율을 나타내었고(표 12),신체감정 시행의 유무를 분석한 결
과 감정이 시행된 경우가 21건(70.0%),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9건(30.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표 13).

표 12.의료과실 유무

표 13.신체감정 유무

의료과실 유무 판례건수 비율(%)

유 14 46.7
무 16 53.3

계 30 100.0

신체감정 유무 판례건수 비율(%)

유 21 70.0
무 9 30.0

계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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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의의의사사사패패패소소소 판판판결결결의의의 주주주안안안점점점

의사패소 판결의 주안점을 살펴본 결과 주의의무 위반이 13건(72.2%),설명의무
위반이 3건(16.7%),주의,설명의무 동시 위반이 1건(5.6%)을 나타내었다(표 14).

표 14.의사패소 판결의 주안점

판결의 주안점 판례건수 비율(%)

주의의무 위반 13 72.2

설명의무 위반 3 16.7

주의,설명의무 위반 1 5.6

기타 1 5.6

계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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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여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그러나 사회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 개개인의 권리
의식 향상,최근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의 여파 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증
폭되어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관계는 무너져가고,이에 따라 의료를 둘러싼 분쟁
은 꾸준히 증가하며 그 내용도 점점 복잡해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또한,의
료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대화보다는 소송이나 물리력
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의료분쟁의 양상이 과격
화,대형화,장기화 되면서 의사에게 피해가 발생되고,진료에 대한 소신이나 사명
감이 현저하게 저하되기에 이르렀다.그러다 보니 의료는 책임을 두려워한 방어진
료,과잉진료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고,의료비용의 상승,응급의료의 기피,의료인
의 인력수급불균형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내게 되
었으며,이러한 역작용의 위험성으로 인해 이제 의료분쟁은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
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김선중,2005).
의료분쟁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의료는

매우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므로,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의료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명쾌하게 해결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의료과오소송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
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의료과오소송은 증거가 의사 쪽에 편재되어 있
고,의료행위 또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침습성과 구명성,전문성,불확실성과
재량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접근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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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관련 의료사고 및 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자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먼저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는 최근 소비자 보호원의 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원이 증
가하면 소송도 증가하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2000년 이후 치과
영역에서 의료소송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재판이 상당수로 조사되어 실제 판례건수는 증가할 것이라 추정된다(표
1).한편,의료 전영역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보면 1989년에는 전체 민
사본안사건 중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건수가 76건에 불과하였는데,
1998년도에는 717건으로 10년만에 9.4배로 증가하였다.이것은 전체 손해배상사건
의 수가 1989년과 1998년 사이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결과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사법연감,1990-1998).그리고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도 47.9%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고(김재홍,1998),대
한의사협회가 1987년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중
53.9%가 1회 이상 의료사고를 경험한 일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실제 재판까지
는 진행되지 않더라도 많은 의료분쟁이 임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었으나 최근에는 심미적 불만족,보철후 불편감 등 사소하게 생
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재판으로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며 이는 치과의료가 준위임
계약의 성격외에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한
편,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전국민의료보험시대로 접어들어 의료수혜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미국
역시 지난 40년간 의료소송이 급격히 증가했는데,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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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지불이 제삼자를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를 이
용할 수 있게 된 점을 꼽고 있다.둘째,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의료행위를 일
정의 의사와 환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셋째로는 의료가 전문화,세분화되어 팀의료
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인해 의료의 비인간화에 따른 환자의
소외감을 조장하고,상업적 경쟁으로 인해 윤리의식의 저하를 동반하여 의사-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의료분쟁의 증가원인으로 살펴
볼 수 있다.그 외에도 환자의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된 의료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지나치게 경직된 의료관행 내지 시스
템의 문제,의료인력 수급과 병원경영상의 문제점,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제도의 준비부족 등이 의료분쟁의 증가원인으로 분석
되고 있다(이덕환,1998).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2005년 보고서
에서는 피해구제 건수가 보철(치주)항목이 47.5%,발치가 18.2% 이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발치가 36.7%로 1위를 차지하였다.발치와 관련해서는 사망,발치 후 감
염과 관련한 건수가 각 27.3%,감각이상,영구손상이 각 18.2% 이었다.보철,교정
과 관련해서는 기능,심미적 이유가 분쟁의 주된 요인이었다.악관절 동통과 관련
한 분쟁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악관절 환자수의 절대증가,
언론매체를 통해 치과치료 후에도 악관절 동통이 발생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임플란트와 관련된 소송은 생각한 것보다 많지는
않으나 최근 수년간 시술이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임플란트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리라 사료된다.

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원인을 보면 내과,산부인과 영역에서는 사망,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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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위주이나 치과영역은 치료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김충열,2000;조윤영,2000).소비자보호원의 보고서에도 부작용,효과미흡이 전
체 구제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의 소송결과를 보면 원고 일부승의 경우 의사과실이나 설명의무위반이 승
소의 대부분의 원인이었고 원고패소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치과영역의 경우 원고의 패소율이 40%
이었고 내과의 경우 패소율이 50%이었다(김충열,2000).치과의 경우 내과와는 달
리 강제조정과 화해결정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과정의 소모적인 성
격을 감안하고 분쟁 내용의 심각성이 떨어지거나 명백한 과실로 입증되는 경우
법관의 직권으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치과 의료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원이 60%를
차지하였고 소비자 보호원의 보고서에서는 83.5%를 차지하였는데 두 결과로 보아
1차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원이 얼마나 의료분쟁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이에 비해 내과의 경우 3차병원 61.1%,2차병원 19.4%로 종합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김충열,2000).이는 내과에서는 중환의 경우 2,3차 기
관으로 의뢰,전원하기 때문이다.치과의 경우 1차병원인 치과의원이 많은 이유로
는 환자가 1차 기관인 치과의원을 많이 찾고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 능력이 약하
고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한편,김재
홍(1998)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병원에 의뢰하지 않는 치과의
사는 30.4%로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경우 오히려 분쟁
을 더 확대시킨다(19.4%)는 응답을 하여 치과의사에 의한 분쟁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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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과 판결시까지의 소요기간을 보면 다른 재판
과 달리 의료소송의 경우 오랜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의료
분쟁 전문가의 부재,객관적 기구 부족 등을 이유로 생각할 수 있고 재판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간은 환자,의사 모두에게 부담되는 현실이다.의료과오소송은 일반
적으로 의료행위라고 하는 극히 전문적 분야에 관한 분쟁인 관계로 환자는 의학
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증거방법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못하며,의사의 과실 여부
를 감정하는 감정인이 동료의사인 관계로 ‘초록은 동색’,혹은 ‘팔은 안으로 굽는
다’는 속담과 같이 동료의사인 감정인에 의한 동료의식에 의하여 유리한 감정결과
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입증이 극도로 곤란한 상태에 있다.민사소
송법상 인정되는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원고인
환자가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과 손해,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환자의 구제는 극히 어렵게 된다.그러므로 의
료과오 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의
문제를 다시 조정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종열,2005).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을 청구한 건
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는데 주로 발치후의 사망이나 감각이상,후유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정이나 보철후의 불만족,악관절 장애 등도 상당수가 있었
다.이렇게 고액을 청구하는 상황을 보면 한번 소송으로 의사는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환자,의사에게만 주어지는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의
사배상책임보험과 의료조정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도 외
국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미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의료과오 배상청구의 폭주와 손해배상제정액의 폭등으로 인하여 보험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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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아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응조치
를 강구했으며,의료계 역시 과중한 보험료 부담에 항의,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등
반작용을 일으켜 보험의 존립이 어렵게 되었다(Pollack,1980).따라서 대부분의 주
에서 전치주의를 채택,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거나 심사되
도록 입법화 하고 있다(치과임상,1990).1990년 치과임상지에 보고된 선진국의 의
료분쟁 대처방안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73년 일본의사회 자신이 보험회사와 계
약을 체결하는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이 만들어졌다.이 보험은 분쟁의 발
생시 의학,법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책임심사위원회에서 의사와 환자,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판정을 하여 양측 의료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치과 의료소송과 관련된 의사 수에서는 관련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가 26.7%
이었고 내과영역에서는 50% 이었는데 이 역시 의뢰,전원과 관계된 것이라 생각
된다.이와는 반대로 치과의사간 치료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이 달라서 상호 문제
를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윤정아(2005)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치
과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치료가 의료분쟁으로 발전된 경우는 13.59%로,적지 않은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의 부주의로 의료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과의사 상호간에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
의 예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과실의 유무에서는 재판에서 의료과실로 인정한 경우가 46.7% 이었는데 이
중 예를 들면 보철치료 중 금관이 기관지로 넘어간 경우,영구치 결손 확인 없이
유치를 발치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학적인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를 법적
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원고,피고 모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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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한편 신체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 3자로부터 그 전문지식,또는 그 지식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
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의료과오소송의 경우에 현재의 신체장
애의 부위 및 정도,기왕증,노동능력 상실정도,개호인의 필요 여부 및 정도,향
후치료비,여명 등의 감정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일부에서
는 어느 정도 진료상 과실의 존재가 입증된 후에야 신체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신체감정을 통하여 신체의 상태,기왕증의 유
무,치료방법의 적정성,그 경과,후유증 등 의사의 의료과오 판단을 위한 전제사
실을 확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과실을 밝힐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
며,환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후에야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중심
으로 정확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체로 재판의 초기에 신체감정
을 실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또한 재판과정에서 신체감정의 결
과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치열 교정과정 중 견치괴사가 되어 변색이 된 사건의
판결문을 예를 들면 “살피건대,감정중인 000의 증언과 이 법원의 00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구치를 발치한 후 교
정장치로 치아를 과도하게 견인하면 신경부분에 손상을 주어 치아가 괴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보통의 교정치료 과정에서 견치가 괴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상악 좌우측에 동일한 T형 스프링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치가 잘못 설치되
었다면 한쪽 치아에만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며,저작장애로 인하여 견치가 괴사
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000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상악 좌측
견치가 괴사된 것은 위 피고가 위 장치를 잘못 설치하거나 너무 강하게 조인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이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처럼 신체감정의 역할 및 중요
성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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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패소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 위반이 72.2%,설명의무 위반이 16.7%로 조
사되었다.주의의무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상태
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한편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은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진료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
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진료의 결
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
고,마찬가지로 진료의 결과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이 없
다고 추정해서도 곤란할 것이다(김선중,2005).본 연구의 판례중에서도 악관절 농
양이 뇌농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된 예가 있
었는데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사인 위
000은 원고의 개구장애 및 동통 증세가 악관절농양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원
고에 대하여 좌측 악관절 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과 화농성조직,괴사조직의 소파
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악관절 부위의 농양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
를 투여함으로써 원고의 병증을 발본색원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여 측
두하와의 염증이 여전히 악관절농양에 잔존하게 되어 이 염증이 두개저로 확산,
뇌농양으로 번지게 한 잘못이 있고,또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원고가 피고 병
원에 재내원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세의 호
전 없이 계속하여 두통과 고열,발한,불규칙적인 체온 상승,동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원고의 증세가 뇌농양의 전형적인 증세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왕에 치료받은 악관절농양의 경우 그 부위가 뇌와 근접한 거리
에 있어 뇌농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좀더 자주 컴퓨터단층촬영검
사 또는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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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원고가 재내
원한 뒤 1992.5.12.단 한번 CT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을 뿐 원고의 좌측 전
이개부 부위에서 다량의 농이 자연 배출되고 원고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보
일 때까지 원고에게 항생제 및 진통제의 투여 등 기본적인 약물치료만을 하는데
그쳐 원고로 하여금 적기에 뇌농양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뇌
실질손상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뇌농양이
라는 결과가 악관절 부위의 절개,배농술 및 소파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는 위
수술 후 원고의 용태를 관찰하고 예후를 진단함에 있어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
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환자에게 질병의 증상,진료의 필요
성,진료방법,진료에 따르는 위험,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
원 1995.1.20선고 94다3421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의사
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
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본 연구의 판례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수술을 위해 기도삽관이 요구되는 환자에서 치아동요도로 인해 1개치아의 발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발치를 담당한 치과의사가 의뢰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향후 발치가능성이 높은 치아를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수 치아를 발거하여 분쟁으로 발전하였고 재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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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의의의료료료분분분쟁쟁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대대대안안안 제제제시시시

앞선 판례 분석을 통해 현재 치과의료 영역 의료분쟁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의료과오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비전문가인 판사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는 맹점도 있으나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학 내
지 의료의 수준을 제시하고,그 이후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하여 선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의료환경과 국민의 의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의료인 단체에서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환자나 가족 등은 의료분쟁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각의 대처방안,예방수칙 등을 강조하여 왔으나 의료분쟁
의 성격상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분쟁이라는 것은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인데 그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효과에 반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의료행위상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환자 측의 이의제기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누구는 이의제기를 하고 누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사이에 신뢰라는 변수가 개입이 되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를 거론하게 된다.

신뢰란 어떤 개인과 제도들이 적합하게 움직이고 일들을 숙련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
한다(Barber,1983).그러나 미래에 대해 확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게 된다(Luhmann,1988).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개
인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개인과 집단이 그 동안 보여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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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이기도 하며 그리고 상호작용의 내용이기도 하다(Earle등,1995).

그러므로 신뢰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신뢰를 의심케 하는 행위에 의하여
쉽게 도전을 받게 되는 가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신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
여 영향을 받으며 신뢰를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단 한번
의 실수가 그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쌓아 놓은 신뢰를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신뢰가 부정적인 사건들과 경험에 의하여 보다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경험
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들은 보다 눈에 띄기 쉽고 심리적으로 보
다 부담스러우며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
니라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은 신뢰회복에 필요한 긍정적인 경험을 방해하기 때
문이다(Kasperson등,1992;SlovacP,1993).

이론적으로 신뢰는 개인간의 신뢰와 사회적 신뢰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개
인간의 신뢰는 사적인 형태로 가족처럼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상당히 심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반면 사회적 신뢰는 추상적이며
인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 그리고 이해에
의한 추론에 많은 부분 근거하고 있다.그러므로 의료계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집
단이지만 동시에 의사 개인에 대하여서는 신뢰를 하는 현상이 가능한 것이다
(Blendon등,1989;Parker등,1993;Kasperson등,1992;Mechanic,1996).

개인간의 신뢰는 오랜 기간 동안 경험되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이 되는
반면 사회적 신뢰는 대중매체에 의하여 그리고 시사적인 사건들에 의하여 상당부
분 형성된다.의사의 숙련성,책임감,그리고 염려하는 태도 등에 대한 환자의 경
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개인적 신뢰는 형성되는 것이다.그리고
높은 수준의 개인간의 신뢰는 당연히 사회적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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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높은 신뢰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로 연결된다.
명성을 가진 의료기관은 그 곳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엄선하고 적절하게 감독하
고 관리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비슷하게 개인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개인
적인 경험과 신뢰는 그들이 속한 기관에 대한 신뢰로 일반화되어지고 고객을 그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Schlackman,1989).

신뢰는 복잡성을 감소시킨다.즉 불확실성 속에서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계약,법,다른 규제들이 신뢰를 대신하기 위한 방편들이지만 아
무리 정교한 공식적인 체제도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한 모든 우발적 상황을 예측
하고 계획할 수는 없다.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정도는 높아진다.높은 불확실성하에서는 높은 신뢰가 유지되어야만 효율적이 되
고 개인적,사회적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신뢰의 다른 측면은 위험성이다.업무수행에 있어 기존의 의료기관들과
의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이들은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환자 자신의 생
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불확실성하에서 신뢰와 불
신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발견하는 것과 의료기관들과 의사들을 항상 믿을 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환자 개인들은 이 균형점을 오랜 기간 걸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의사

와의 관계를 통하여 찾아내게 된다.믿을 만한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
관과 의사는 불확실성하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환자의 이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Cassell,1995).

환자를 만나거나 치료를 하는 일 그 자체가 신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와의 사이에 신뢰에 반하는 사소한 언행과 태도는 그 가치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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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우리들이 의료분쟁에 관하여 예방을 하는 일은 환자
를 처음 대면할 때부터 시작된다.일이 발생되고 나서 신뢰를 쌓겠다고 한다면 그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의료분쟁 사례를 이
러한 신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두고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의료분
쟁은 쉽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전전전문문문직직직이이이 가가가지지지고고고 있있있는는는 자자자율율율성성성과과과 자자자기기기규규규제제제

전문직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자
율성의 핵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져야 한다(Freidson,
1970).먼저 자율성은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핵심으로 일반인
은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전문가의 업무나 그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규제해서도 안된다.그러나 이들이 가능한 것은 전문가들이 누구
의 감독을 받지 않고도 양심적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들을 책임 있게 수행하
고 만약 윤리적 혹은 능력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 집단 자체가 적
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전문직의 자율성은 자기 규제에 의하여 시험될 수 있다.불확실성하에서 전
문가인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율적인 자
기규제를 믿었기 때문이다(김정화,1998).

의료 현실은 변화하고 있다.과거에는 의사의 권위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유지
되는 것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다.그러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나 히포크라테스를 내세워 의사를 믿어만 달라고 할 수가 없다.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자율성(Autonomy)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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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율율율성성성(((AAAuuutttooonnnooommmyyy)))의의의 회회회복복복

자율성(Autonomy)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의사는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순간 당혹스럽고 피하고 싶게 된다.더 이상 치료를 받으려고
온 처음의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가 된 것으로 느껴져 만나기도 싫을지 모른다.
결국 환자는 이곳저곳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많은 의료정보로 중무
장하여 다시 의사 앞에 나타나게 된다.상황은 반전되어 환자는 계속적으로 항의
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심지어 고소까지 하게 되어 의사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된
다.사실,의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
선을 다해야 한다.환자의 불편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즉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이 자율성의 회복이요,의사의 참모습이고 환자가 원하는 모습이다.

요즈음 일반인들은 많은 의사들이 영리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며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해결
마저 우리가 외면한다면 더욱 고립될 것이다.의사나 환자의 잘잘못을 떠나 예기
치 않은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은 의사들의 몫이며 우리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최소한 처음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의 그 느낌만이라도 가지면서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환자를 돌본다면 환자는 최소한 다른 곳에 가서 올바르지 못
한 정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물론 이러한 일을 도모하고 체계
를 갖추려면 특별한 교육과 체계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치의학과 학부교육 때부
터 의사윤리 및 법률부분에 대한 교육,의료분쟁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며 치과
의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이 요구되기에 본 연구와 같은 판례가 좋은
지침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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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치과영역에서의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관련 판결문을 연도 및 유형별 분포,치과영역 의료분쟁의 원인,원고의 소송결과,
치과 의료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치과 의료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소송과 관련된 의사 수,판결시까지의 소요기간,의료과실
및 신체감정 유무,의사 패소 판결의 주안점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최근 10년간의 의료소송을 보면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의 조사된 소송 건수
는 8건(26.6%)이고 2000년 이후 2004년 까지의 소송 건수는 22건(73.4%)으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11건(36.7%)으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치과영역 의료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치료 불만족과 관련된 소
송이 11건(3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망과 관련된 경우도 5건으로 나
타났다.

4.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이 18건(60%)이었고 원고패
소가 12건(40%)로 나타났다.

5.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18건(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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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송의 심급별 구성 비율에서 2,3심까지 진행된 경우도 9건(30%)를 차지하였
다.

7.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12건(40%)으로 높은 비율
을 보였고 1억원 이상도 2건(6.7%)으로 조사되었다.

8.소송과 관련하여 치과의사가 2명 이상 관련된 경우도 8건(26.7%)으로 나타났
다.

9.소송에서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14건(47.7%),21개월에
서 30개월이 11건(37.7%)이었고 31개월 이상 진행된 경우도 3건(10.0%)을 차
지하였다.

10.판결 결과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14건(47.7%)으로 조
사되었다.

11.소송과정에서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
진 경우는 21건(7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13건(72.2%)으로
나타났고,설명의무위반이 3건(16.7%)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과영역에서의 의료관련 소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치과진료 전영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배상금액 또한 고액이며,재판과정
이 1년 이상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치과의사에게 커다란 심적,물적 부담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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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특히 판결 결과,의료인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의료과실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아울러 치과의사들의 의료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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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iKwon,D.D.S.,M.S.D.

DepartmentofOralmedicine/Dent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Jong-HoonChoi,D.D.S.,M.S.D.,Ph.D.)

Alongwiththedevelopmentofscientifictechnologies,healthcarehasbeen
growing remarkably,and asthesociallifequalityimproveswith increasing
interestin health,the demand for medicalservice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medicalaccidentandmedicaldisputealsoarerapidlyincreasing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increasing sense of people's right,lack of
understandinginthenatureofmedicalpractice,overexpectationonmedical
technique, commercialize medical supply system, moral degeneracy and
unawarenessofmedicaljurisprudencebydoctors,widespreadtrendofmutual
distrust,andlackofsystematizeddeviceforsolutionofmedicaldispute.
Thisstudyanalysed30casesofcivilsuitintheyearbetween1994to2004,

whichwereselectedamongthemedicaldisputecasesindentalfieldwiththe
judgementcollectedfrom organizationsrelatedtodentistryanddepart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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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medicine,Yonseiuniversity dentalhospital.Thefollowing resultswere
drawnfrom theanalyses:

1.Thedistributionofyearshowed rapid increaseofmedicaldisputeafter
theyear2000.

2.Inthetypesofmedicaldispute,suitassociatedwithtoothextractiontook
36.7% ofall.

3. As for the cause of medical dispute, uncomfortable feeling and
dissatisfaction with thetreatmentshowed 36.7%,death and permanent
damageshowed16.7% each.

4. Winning the suit, compulsory mediation and recommendation for
settlementtook60.0% ofjudgementresultfortheplaintiff.

5.Forthetypeofmedicalorganizationinrelationtomedicaldispute,60.0%
wasfound to betheprivatedentalclinics,and 30.0% wasuniversity
dentalhospitals.

6.Fortheleveloftrial,disputethatprogressedabove2or3trialswasof
30.0%.

7.Fortheamountofclaim fordamage,theclaim amountingbetween 50
million to100million won wasof36.7%,and thatofmorethan 100
million won was 13.3%,and in case ofthe judgementamount,the
amountrangingfrom 10millionto30millionwonwasof40.0%,and
thatofmorethan100millionwonwasof6.7%.

8.Forthenumberofdentistinvolvedinthesuit,26.7% wasof2ormore
d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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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ortheamountoftimespentuntilthejudgement,46.7% took11to20
months,and36.7% took21to30months.

10.Formedicalmalpractice,46.7% wasjudgedtobeguilty,and70% ofthe
caseshad undergonemedicaljudgementorverification ofthecaseby
specialistsduringtheprocessofthesuit.

11.In thelostcasesofdoctors(18cases),72.2% wasdueto violenceof
carefulnessinpracticeand16.7% wasduetomissingofexplanationto
patient.

Medicaldisputesoccurringinthefieldofdentistryareusuallyofrelatively
lessriskycases.Hence,theimportanceofexplanationtopatientisemphasized,
andsincethelevelsofpatientsatisfactionaresubjective,improvementofthe
relationship between thepatientand thedentistand recovery ofautonomy
withinthegroupdentistareessentialinadditiontothereductionoftechnical
malpractice.Moreover,management measure against the medical dispute
should besetup through complementofthecurrentdoctorsand hospitals
medicalmalpractice insurance which is being conducted irrationally,and
establishmentofsystem inwhicheducationaswellasconsultationformedical
disputeslead by thegroup ofdentalcliniciansand academicscholarsare
accessible.

KeyWords:medicaldispute,civilsuit,relationship,autonomy,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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