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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에에에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인인인식식식에에에관관관한한한연연연구구구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국내 간호사의 필
요성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과오 배상주체,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서울 소재 800
병상 규모의 2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자기기입식 방법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 중 319부
의 회수된 설문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11.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일반적
특성과 배상주체,보험요구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으며,배상주체와 보험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기법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간호과오배상주체에대한인식으로사용자가모두배상해야된다는것
이 38.8%로 높았으나,간호사가 병원에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25.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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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가만들어져보험회사에서배상해야한다는항목이36.4%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배상책임주체를 인식하는 집단간의 차이에서
직무환경별로는 배상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간
호사의 경력,경험관련 특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로 간호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으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제도 도입 시
가입하겠으며,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의견 또한 높았다.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
들간의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간호사의 경력,경험관련 특성은 배상책임보
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하지 않았으나,간호사의 직무환경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근무부서에 따라서 외과계 병동과 내과계 병동이 수술실이나 기타
중환자실보다필요성인식도가높게나타났다(F값=4.353,p값=0.001).

셋째,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이유는 간호과오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계
속 증가할 것이며,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으로는 의료 인력간의 책임관계를명확히 구분하려는 경향이 증가할것이라
는 점이 가장 높았으며,보험료로 인해 간호사 개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간호과오를이유로한민사소송제기율이증가할것이라는순으로우려점을
나타내었고,제도도입으로 사고로인한인적,물적,시간적소모가최소화될것
이라는 점,보험회사에서 간호과오 처리를 대행해 주어 안심이 된다가 기대점
으로 나타났다.하지만,간호사고율이 감소될 것이라는 항목은 낮은 기대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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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영역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
는 문항은 환자의 신체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대인배상 부분에서 보험적
용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형사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형사소송 발생시 소송비용의 경우로 통상지급제외비
용에 속하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고의로 일의 킨 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다섯째,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기금 마련 참여자에 대한 복수응답의 분석결
과 사용자 의사 또는 소속 병원장이 기금 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가장많았고,다음이간호협회로61.4%,국민건강보험공단이46.2%,국
가및지방자치단체가29.1%,기타0.9%순이었다.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자로 적합한 주체는 간호협회가 35.1%로 가장
많았고,협회와 협약한 민간보험회사에 단체가입이 32.0%로 그 다음으로 많았
으며,병원협회가 14.9%,공공기관 12.0%,민간보험회사에 개별가입이 5.1%순
으로나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간호사가 안심하고 소신대로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함을 알 수 있었다.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기금마련에 있
어 사용자인 의사 및 소속 병원장의 참여가 필요하며,보험제도 운영 시 보험기
관이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간호사의복지적측면을강조한 제도운영이 되어
야할것이다.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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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더불어 제도의 제정과 제반 마련이 업계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 및 정
책 결정자의 활발한 교류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좀더 안정적
이고 질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핵핵핵심심심 되되되는는는 말말말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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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에 이르러 전문적인 의학 지식의 대중화와 개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대중은 자신이 받은 치료와 간호에 대해 그
적절성 여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전경애,1981),이를 반영하듯 매년 의료
사고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사법연감,200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의료과오 분쟁건수 중 간호과오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례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으나,민혜영(1998)의 논
문에서 수집판례의 10%가 간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였으며,김
기경(1999)의 논문에서 9.1%의 간호사가 법적 분쟁경험을,41.6%의 간호사
가 사건경위서 작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간호과오 발생률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

며,근무장소가 병원에서 지역사회 건강관리기관,가정 등으로 확장되면서
독립된 공간에서의 간호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판례화 된 간호과오 사건이 많지 않은 것은 간

호사의 책임을 직접 묻기 보다는 대부분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지도상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관행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의사 종속적
직업관을 전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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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에서간호사고시 간호사는 병원의 피용자로 손해발생시 그 손해
배상의 의무는 병원의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하지만,사용자인 병원의 개설
자는피용자인의료인에게구상권(求償權)을행사할수있다.즉,의료인에게손
해배상을해준데대한금전적인책임을물을수가있으나이는보상책임의원리
에공평하지못한것이므로실제로는구상책임을묻지않는것이그동안의통례
였다.그러나 오늘날 의료가 의사 개인이 아닌 팀의료의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의료사고의 증가로 병원의 재정상 손실 또한 커지게 되므로 어
느 단계에 가면 점차 사용자는 일반적인 통례를 무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그러므로 이에따른 의료과오의 책임대비가 필요하다.이러한 간호
사 책임에 대한 법리상 논의와 함께 간호과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1920년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하였으며,그 외 여러
나라도 시행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2001년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을 제도
화하였으며 보험에 가입한 간호사 수가 2004년 6월 현재 약 14만명에 이른
다(일본간호협회,2004).
이와 같은 각국의 활발한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제도화는 간호전문

직의 발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Murphy(1998)는 간
호전문직의 발전과 함께 간호사 또한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환자 손상에
대해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간호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
이 증대됨에 따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식도 변화되어 의사들 또한 간호사
도 의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김용익,1991;Luquire,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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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본 배상책임보험제도는 단순히 간호사 자신과
재산의 보호만이 아닌,간호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병
원이 아닌 근무현장에서 간호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도 대비할 수 있
다(Craig,1998).Manchester(1999)는 전문직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실무에서
제기된 소송 또는 고소를 방어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불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으며,Allen과 Wilkinson(1998)은 간호사의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5가지 방안 중 하나로 간호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체계의 개발을 들
었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는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실제

적용을 위하여 각 사회실정에 맞는 보험제도의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고
찰이 필요하다.김영욱과 차일권(1998)은 보험상품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의
료인 관련보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현재 의료관련
종사자는 간호사,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을 합할 경우 40여만명에 이르러
요율산출상의 대수의 법칙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의 특성상 사고의
개연성이 다른 전문직종보다 높아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험의 개발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2004년 기준 약 20만명이며,매년 만여명이 신규

간호인력으로 편입되고 있고(보건복지백서,2004),실제 활동자수는 약 8만
명이다(대한간호협회,2004).따라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과오 배상
책임보험의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이
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실정과 간호사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그
러나 간호과오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며,간호사의 요구
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외국제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었다.이



- 4 -

에 본 연구는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국내 간호사의 인식을 조
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함이며,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도입이유,도입효과,배상보험의 내
용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2)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경력관련 특성,직무환경 특성에 따른 간
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인식을 파악한다.
3)간호과오 및 분쟁경험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인식을 파악한
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간호사고
간호사고(nursingaccident)는 간호행위 과정에서 환자,보호자,간호사,

직원 등에게 예상외의 원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
며,간호사 과실 또는 과오 여부의 판단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닌 가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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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용어이다.

2)간호분쟁
간호분쟁(nursinglitigation)은 환자 측에서 원치 않은 결과에 대해 간호사의
책임을 주장하고,간호사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상호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말한다.

3)간호과오
간호과오(nursingmalpractice)는 간호사고 중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

로 증명되거나 입증되었을 때 이를 말한다.과오는 과실과 구분되며,과실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으로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
로 신중한 사람이 행하는 범위에서 행동하지 않은 잘못으로 정의된 반면,과
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
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Forkner,
1996).

4)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Nursingmalpracticeinsurance)이란 간호업무로 인
해타인의신체와재물에손해를입힌경우부담해야할손해배상책임을보험회
사에서 보상하는 제도이다.본 제도는 예기치 못한 간호사고로 인한 간호사의
손해배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환
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전문가책임배상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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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의의의이이이론론론적적적배배배경경경

111...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우리사회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위험 사회복구의 총아(寵兒)라고 부를 수 있는 보험제도
인 것이다.즉 보험은 우리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양
승규,1992).
이처럼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의 불안감을 제거할 목적으

로 유사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출현하여 공동준비
재산(보험기금)을 마련하고,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
(보험금)를 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
이다(최기원,2001).
책임보험의 발생계기를 살펴보면 이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진전에 따

른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엄격
해지고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가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자본
가나 사용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화 됨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
를 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였
고,피해자측으로서도 사고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금전적 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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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다거나,사고자가 사고 후 도피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
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구제책이 필요하게
되었고,이에 부응하여 책임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양승규,1972)
이중 과오 배상보험이란 처음 미국의 의사의 의료사고 배상보험에서 시

작하여 전문직종의 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의 제도이
며,이와 유사하게 교통사고 배상보험이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이 피
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첫번째의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청구
권을 부여하고,자동차운행자에게는 무과실주의에 가까운 책임을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띠며(최원진,1995),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
해자는 국민 일반이며,그들의 고통은 바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가
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 그 경제적 수요를 충
족해 줌으로써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사회보험의 성질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양승규,2002).
책임보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이며,

자동차교통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되고,그 사고
에 따른 인적,물적인 손해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는데,교통사고에 있어
서 손해배상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한다
는 것은 가해자의 생활안정성확보나 피해자구제의 적정성을 위하여도 바람
직한 것이 아니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
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그중의 하나
가 바로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인 것이다.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등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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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관련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개인적 배상능
력과는 별개로 적정한 배상시기에 타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도피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하여 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하여 보험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자
동차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능케 한 것이다(김현웅,1991).즉,자동차책
임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산업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사회보장적 성
격의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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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외외외국국국의의의 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

 1)미국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미국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1920년대로서 이때부터

각종 전문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소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미국의 의료배상책임제도는 피보험자에 따라서 보험계약약관이 세분
화되어 있으나,이를 크게 분류하여,① 내과의,외과의,치과의 배상책임보
험 ② 기타 의료전문인 배상책임보험 ③ 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눈다.
기타의 의료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간호사 등의 의료전문종사자의 업무 수
행상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塡補)한다(김상찬,1995)

2)일본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일본은 1963년 6월 5일 야스다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일본 대장성으로부

터의사배상책임보험을인가받아시행하게되었다.현대의고도화,복잡화하는
의료에서 지금까지의이상으로 간호직이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사용해의료에
참가하는일이요구되고있으며,그에따라위험또한커지고있다.매년의료소
송은 증가하고,의료종사자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도 흔들리고 있다.그런 속에
서,의료사고의당사자가된간호직에게법적책임을묻는사태가일어나고있으
며 그런상황아래 연이은의료사고보도에 위험감을 느낀 회원으로부터,간호직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희망하는목소리가 커졌으며,2000년 7월 이후 국립병원,
요양소를 시발로 하는 제 단체에서 간호직 배상책임보험이 독자적으로 개시되
었다.이런 현상에서,일본간호협회에서 간호직 배상책임보험의 창설을 검토하
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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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5월후쿠오카에서열린헤세13년도일본간호협회통상총회에서간호
직배상책임보험창설이찬성다수로가결되었으며,2001년11월1일부터간호직
배상책임보험제도를발족하고,2001년11월1일보상이개시되었으며,2004년6
월가입신청건수는약14만건에이르고있다(일본간호협회,2004)

(1)개요
일본국내에서 간호직이행하는업무로 인해,타인의신체와재물에 손해를입
히거나,인격권을 침해하여,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일본간호협회의회원(개업조산사제외)만이가입할수있는회원전용보험제도
이며,손해보험회사 4사에 의한 공동보험계약이다.1년에 2,800엔의부금으로
보상되며,1년간의보상기간중에몇몇사고를일으킨경우1억5천만엔까지지
급된다.본 제도는 「보험」과「기금」이 일체가 된 제도이다.이 제도는,
단순한 간호직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닌 기금부분을 설치하
여,그 운영에 의해 제도가입회원을 위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보상(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
일본국내에서,피보험자인간호직이수행하는간호업무에기인해,
•타인의신체에장해를발생시킨경우
•타인의재물에손해를입힌경우
•인격권침해(부당한신체구속에의한자유침해,명예훼손,구두/문서등에의
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를 한 경우로,피보험자인 간호직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



- 11 -

에서지급한다.

(3)지급되는보험금의종류

  
   (4)보험금을지급할수없는주요경우
다음과같은경우는보험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의 규정에 위반하고 행한 간호업무에 기인한
배상책임

•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
•형사소송의경우
•간호직자신이다친경우
• 업무결과를 보증함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해외에서의 간호행위
• 미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등에 관련한 업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지급되는보험금종류 용 도

법률상의손해배상금
․대인배상의경우:피해자의치료비,입원비,위자료,휴업보상등
․대물배상의경우:피해재물의수리비,재구입비용등
※합의,화해에의한경우에도대상

소송비용 ․소송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조정에필요한비용등

초기대응비용 ․사고조사비용,통신비등으로타당한비용

위문품구입비용
․대인사고시의피해자에대한위문금또는위문품구입비용으로
사회통념상비용

인격권침해 ․명예훼손또는비밀누설에기인한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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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선전포고의 유무 불문),변란,폭동,소요,노동쟁의에 기인하는 배
상책임

• 지진,분화,홍수,해일 등의 전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업무하는 시설 혹은 설비(업무수행 중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또는자동차,항공기,승강기,차량(원동력이오로지인력인것을  제외),
선박혹은동물의소유,사용혹은관리에기인하는배상책임

•대물배상의경우로타인재물을분실한경우

333...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

 1)의사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의료사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의료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의료분쟁
조정법이다.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을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함으로써 의료분쟁을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
하는 통로를 열어 놓는다.이와 같은 분쟁조정의 제도화를 위해 선결요건인 의
료분쟁조정법제정을위한입법적노력이계속되고있다.
개인적인 분쟁해결장치 외에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
은 1981년 11월 1일에 공제회를 처음으로 설치 발족시켰으며,본 공제회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의료법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제도화되었다.또한
1997년부터 민간보험상품으로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의사배상책임보험이 개발
되어도입되기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배상



- 13 -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사고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
이다.또한,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도 보상한도의 비현실성(1
구좌당 1,000만원,최대 3구좌)으로 인해 급격히 고액화하고 있는 판결금액
및 피해자들의 보상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작은 위험은 보상하고 큰 위험은 병원 및 의사 개인부담으로 남겨두어 공
제사업의 기본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아래 국내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담

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7년 3월부터 종합병원 및 의료업계 종
사자들을 위한 HospitalProfessionalLiabilityInsurance(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를 개발・판매하기 시작하였고,의사 및 병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의 위험(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
의 안정성을 도모하고,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에의 가입으로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1년 6

월말 기준 110개 종합병원과 산부인과,내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피부
과,일반외과,신경외과,마취과 등의 개원의사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기에
이르렀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의료과실사고를 위한 보험준비금
으로 보험회사에 적립되어 가고 있다(윤성원,2001)

2)유사제도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제도
자동차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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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이기수,2003).즉 자동차책임보
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책임보험의 일반적 성질을 갖는 한편 보험자
의 보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자동차사고라고 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배법에 근거한 자동차대인

배상강제책임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민법상 불법행위원리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대인배상임의책임보험(종합보험,대인배상Ⅱ)으로 구성되어 운
영되고 있다.자배법 제 5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
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 7조에서는 ‘강제보험등에 가입되
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 책임
보험가입해당차량은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444...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 도도도입입입의의의 배배배경경경

 1)전문직의 책무
1900년대 초에 사회학자인 A.Flexner는 전문직을 신체적 업무보다는

지적 업무를 수행하며,고도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이라 하였으
며,Kelly는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정의
하였다.책무 또는 책무성(accountability)란 누구에게 자신이 의사결정과
행위를 정당화,설명,보고,공개하고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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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받아들일 의무,능력 및 수행이다(김기경,2004).
우리나라 간호계에서 책무를 옹호,협동,돌봄의 개념과 함께 간호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윤리적 개념의 하나로 간주하여 왔으며
(김모임,이원희,1997)1995년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간호사는 간
호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규정(제7조)를 신
설하였다.
대상자 간호에서 판단과 행위는 간호학의 지식과 기술,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야 하며,간호사의 과실에 대하여 병원이나 동료의사가 공통
책임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간호사는 자신의 모든 판단과 간호행
위의 판정과 결과에 대하여 한 전문인으로서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이명
하,2003).이와 같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능력은 전문직의 중요한
속성으로서,간호전문직의 발전과 확립을 위하여 간호과오배상책임 보험제
도의 논의는 매우 의미있다 하겠다.

2)역할 및 근무시설의 확장
병원의 분업화와 전문화로 간호사의 고유의 간호업무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고 협력하는 업무가 증가하여 왔다.이와 같이 간호업무 범
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사에 의한 의료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경완,1991).이를 입증하듯이 국내외
적으로 임상간호사의 과오책임을 묻는 판례가계속 늘어가고있으며 책임의인
정범위가넓어지고있는추세이다(김기경,1999).
의사 위임업무의 증가뿐만 아니라 간호사 고유 업무영역의 확장이 전세

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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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전문간호사 제도(동법 제56조)등을 입법화함으
로서 이와 같은 동향에 발을 맞추고 있다.이에 따라서 기존 병원에서 근
무하던 간호사들이 가정,가정간호사업소,요양기관,지역사회 등으로 근무
지가 확대되고 있다.
호스피스기관,산후조리원,너싱홈 등과 같이 간호사가 독립된 기관을설립하
여 독자적으로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
게 될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이때에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간호행위
를 하므로,간호사가 단독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문성제,2004).
이러한 배상책임을 가지게 될 경우 막대한 부담을 책임보험(practitioner's
liabilitiesinsurance)이라는제도로어느정도해결할수있다(민혜식,1985).

3)의료과오,간호과오의 증가
현재의료사고를포함한의료분쟁사례는해마다 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우
리나라의 의료소송건수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 69건을 시작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0%를 넘고 있고,최근 4년간 매년 100여건의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손명세,2004).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9년부터 의료분쟁에 대한 상
담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 상담은 5,670건에서 2002년에는 11,296건으로 무
려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이 중에서 실제로 보상을 중재한 사례도 1999
년의271건에서2002년도에727건으로2.7배로증가하고있는데,배상되는사례
는분쟁수보다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공제회의 자료에서도 1998년에 사건접수는 364건에서 2001
년에는 500건으로 1.4배 증가하였고(한국 의학원,2003),분쟁이 소송으로 진행
된 소송접수 건은 1998년에 542건에서 2001년에는 666건으로 1.3배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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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경례,2003).
간호관련 의료소송이나 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
다.왜냐하면간호업무는의료행위의본질적인한축으로서역할이점점늘어나
고,특히 분업화된 현대의료에서 수평적 업무분업과 수직적 업무분업이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신현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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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연연연구구구에에에관관관한한한방방방법법법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1)연구설계
이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과오 배상

주체,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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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ㆍ연령
ㆍ결혼여부

경력관련 특성

ㆍ임상근무경력
ㆍ교육정도
ㆍ직위

경험관련 특성

ㆍ사건보고경험
(본인과실)

ㆍ사건보고경험
(무과실)

ㆍ분쟁경험(직접)
ㆍ분쟁경험(간접)
ㆍ교육경험

직무환경 특성

ㆍ근무장소
ㆍ병원

X2
ANOVA

t-test
ANOVA
회귀분석

간호과오
배상책임
주체인식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

                             그림 1.연구의 틀

            
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1)변수의 조작적 정의

(1)경력관련 요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경력관련 요인이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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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표적인 경력 관련 요인에는 개인의 나
이,교육수준,현직위 등을 들 수 있으며(박영배,1999),본 연구에서는 근
무기간,직위,교육정도로구성하였다.

(2)근무환경관련 요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근무환경관련 요인인 근무병원,근무장소

등이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경험관련 요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간호과오 및 분쟁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이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경험 관련
요인에는 간호사 본인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건보고 경험여부,간호과
오로 인한 환자측과의 분쟁의 직․간접적 경험,간호과오에 대한 교육경험
으로 구성하였다.

(4)간호과오 배상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간호과오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즉 배상책임주체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말한다.

(5)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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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에 사용된 변수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13개의 문항(인구사회학적 특
성,경력관련 변수,근무환경관련 변수,경험관련 변수)과 간호과오 배상주
체를 묻는 사례 1문항,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을 묻는 10개의 문항,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유를 묻는 6문항,배상책임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4문
항,배상책임보험기금마련및제도운영자에대한 2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간호과오 배상책임주체와 배상책임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이다.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결혼여부),경력관
련 요인(근무경력,직위,교육정도),근무환경관련 요인(근무부서,근무기관)
이며,경험관련 요인(과실관련 사건보고경험,무과실 사건보고경험,직접적
분쟁경험,간접적 분쟁경험,간호과오 교육경험)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표 1>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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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에 사용된 변수

변 수 세부 내용 측정 수준

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종속변수

배상책임주체 범주형 그룹 1,그룹 2,그룹 3
배상책임보험필요성 연속형 5점 척도

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독립변수

1.인구사회학적특성 연 령 세
결혼여부 1.미혼 2.기혼

2.근무환경 요인 근무장소 1.외과병동 2.내과병동 3.수술실
4.응급실 5.중환자실 6.기타

근무병원 1.A병원 2.B병원
3.경력관련 요인 근무기간 1.1～2년 2.3～5년 3.6～8년

4.9～11년 5.12～14년 6.15년이상
직위 1.일반간호사 2.책임간호사

3.수간호사 4.간호과장 이상
교육정도 1.석사이상 2.학사 3.준학사

4.경험관련 요인 사건보고서 작성경험(과실) 1.있다 2.없다
사건보고서 작성경험(무과실) 1.있다 2.없다

분쟁경험(직접) 1.있다 2.없다
분쟁경험(간접) 1.있다 2.없다
간호과오 교육경험 1.있다 2.없다

 3)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근무환경 특성,경력관련 특성,

경험관련 특성에 따라 배상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2.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근무환경 특성,경력관련 특성,

경험관련 특성이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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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의의의 수수수집집집

 1)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 소재 800병상 규모의 2곳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연구자가 개발한 자기기입식 방법의 질문지를
각 병원 간호부에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고 각 병동에 배부하
였으며,각 수간호사(파트장)가 설문지를 해당병동 간호사에게 배부하고 기
록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A기관에 150부,
B기관에 200부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A기관은 127부,B기
관은 189부가 회수되어 총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2.조사대상 대학병원 및 회수율

기 관 병상 규모 소유 형태 배부수 회수수(%)
A대학병원 808병상 학교법인 150 127(85)

B대학병원 758병상 학교법인 200 189(96)

 2)측정도구

(1)간호과오 배상주체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과오 사례를 이용하여 간호과오에 따른 배상책

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 및 분류하였다.간호사의 과실이 명확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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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간호과오 사례 한가지를 제시하고 “위 사례에서 누가 배상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개의 답가지 중 하나에 표시하게
하였다.답가지는 ① 병원이 배상하고 간호사에게 구상권 불행사,② 병원
이 배상하고 간호사에게 구상권 행사가능,③ 간호과오 배상책임 보험회사
배상으로 구성되었다.개발한 본 질문지를 간호과오 전문가인 간호학과 교
수 1인과 법학 교수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구하였으며,28명의 병원 근
무 간호사에게 pilottest를 실시하였다.

(2)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인식 측정 도구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구

를 개발하였다.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동의정도,
가입의사 등을 내용으로 한 6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측정 하였다.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5점,‘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을 주었으며,부정적 진술의 문항은 역치로 계산하였다.총 점
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간호과오 배상보험 필요성 인식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개발한 문항을 간호과오 전문 교수 1인과 법학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

하여 문항의 일부를 수정하였다.본 도구를 병원에 근무하는 28명의 간호
사에게 pilottest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고 1개의
문항(설문지 7번)이 제외되어 최종 6개의 문항으로 작성되었다.간호과오
배상보험의 필요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6개 문항을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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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max)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타당도를 살펴보았다.분석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요인은 3.587의 고유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6개의 모든 문항이 예상된 1개의 요인에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요인 적재값 역시 대부분 .60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타당도를 갖
춘 것으로 평가되었다.본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862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 요인분석

내 용 요인적재값
1.본 책임보험의 도입이필요하다. .850
2.본 책임보험의 도입에 동의한다. .835
3.간호과오배상은 현재의 해결제도로도 충분하다. .592
4.나는본책임보험에가입하겠다. .874
5.나는본책임보험에가입하여보험료를지불하겠다. .698
6.나는본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겠다. .751

고유값 3.587
분산설명비율(%) 59.79

 3)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11.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일반적

특성과 배상주체 인식,보험 필요성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으며,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 26 -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이 연구의 대상자 316명의 평균 연령은 만 29.44세(SD=4.76)이며,근무
경력은 3～5년이 27.8%로 가장 많았고,9～11년 20.3%,6～8년 17.7%,1～2
년 17.4%,12년 이상 16.8% 순이었다.미혼인 경우가 57.6%로 기혼자 비율
보다 높았으며,직급에 있어서 일반간호사가 88%,책임간호사가 8.5%,수
간호사가 3.5% 순이었다.
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이 33.9%,내과계 병동 25.3%,수술실 16.8%,중

환자실 12.7%,응급실 6.0%,기타 5.4% 순이었으며,학력은 학사학위 졸업
자가 전체 57.97%로 전문대 졸업자 비율 31.6%보다 높았다.본인과실로 인
한 사고보고경험은 38.3%이며,본인과실 없는 사건보고경험은 33.2%로 나
타났고,환자측과 직접적인 분쟁경험은 9.2%,간접적인 분쟁경험은 27.5%
로 나타났다.간호사고 관련 교육은 52.8%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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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6

특 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연 령 29.44 (SD=4.76)
근무경력 1년-2년 55 17.4

3년-5년 88 27.8
6년-8년 56 17.7
9년-11년 64 20.3
12년 이상 53 16.8

직 위 일반간호사 278 88.0
책임간호사 27 8.5
수간호사 11 3.5

결혼상태 미혼 182 57.6
기혼 134 42.4

근무병원 A 병원 127 40.2
B병원 189 59.8

근무부서 외과계 병동 107 33.9
내과계 병동 80 25.3
수술실 53 16.8
응급실 19 6.0
중환자실 40 12.7
기타 17 5.4

교육정도 석사이상 32 10.1
학사 183 57.9
준학사 100 31.6

사건보고경험
(과실)

있다 121 38.3
없다 195 61.7

사건보고 경험
(무과실)

있다 105 33.2
없다 211 66.8

분쟁경험(직접) 있다 29 9.2
없다 287 90.8

분쟁경험(간접) 있다 87 27.5
없다 229 72.5

교육경험 있다 167 52.8
없다 149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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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병병병원원원별별별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병원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과 X²검정을 실시한 결
과는 <표 5>와 같다.분석결과 연령,근무경력,직위,교육정도,근무부서,자기
과실로 인한 사건보고경험에 있어 두 병원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81
p<1.01;X²=17.17p<0.05;X²=20.11p<0.01;X²=27.60p<0.01;X²=62.87p<0.01;
X²=10.72p<0.01).평균연령은B병원이높았으며,근무경력또한 9년이상근무
자가B병원이많았다.직위에있어서A병원의경우대부분일반간호사가연구에
참여한 반면 B병원의 경우 일반간호사외 책임간호사가 참여한 점이 다르며,학
사간호사 비율에 있어 B병원이 A병원보다 높았다.근무부서에 있어서 A병원이
수술실 참여가B병원보다많은반면,B병원의중환자실 참여가 A병원보다많았
다.본인과실과관련된사건보고경험은A병원이B병원보다많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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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병원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6

특 성 구 분 실수(명) % 병원 A
(n=127)

병원 B
(n=189) t/X2 P

연 령 29.44 4.76 28.26(4.32) 30.23(4.89) -3.681 ...000000000
결혼상태 미혼 182 57.6 78(61.4) 104(55.0) 1.02 .312

기혼 134 42.4 49(38.6) 85(45.0)
근무경력 1년-2년 55 17.4 26(20.5) 29(15.3) 17.17 ...000000222

3년-5년 88 27.8 41(32.3) 47(24.9)
6년-8년 56 17.7 30(23.6) 26(13.8)
9년-11년 64 20.3 17(13.4) 47(24.9)
12년 이상 53 16.8 13(10.2) 40(21.2)

직 위 일반간호사 278 88.0 123(96.9) 155(82.0) 20.11 ...000000000
책임간호사 27 8.5 0(0.0) 27(14.3)
수간호사 11 3.5 4(3.1) 7(3.7)

교육정도 석사이상 32 10.1 16(12.6) 16(8.5) 27.60 ...000000000
학사 183 57.9 51(40.2) 132(69.8)
준학사 100 31.6 59(46.5) 41(21,7)

근무부서 외과계병동 107 33.9 32(25.2) 75((39.7) 62.87 ...000000000
내과계병동 80 25.3 22(17.3) 58(30.7)
수술실 53 16.8 38(29.9) 15(7.9)
응급실 19 6.0 9(7.1) 10(5.3)
중환자실 40 12.7 9(7.1) 31(16.4)
기타 17 5.4 17(13.4) 0(0.0)

사건보고경험
(과실)

있다 121 38.3 63(49.6) 58(30.7) 10.72 ...000000111
없다 195 61.7 64(50.4) 131(69.3)

사건보고경험
(무과실)

있다 105 33.2 47(37.0) 58(30.7) 1.10 .295
없다 211 66.8 80(63.0) 131(69.3)

분쟁경험(직접) 있다 29 9.2 9(7.1) 20(10.6) .734 .392
없다 287 90.8 118(92.9) 169(89.4)

분쟁경험(간접) 있다 87 27.5 33(26.0) 54(28.6) .142 .707
없다 229 72.5 94(74.0) 135(71.4)

교육경험 있다 167 52.8 64(50.4) 103(54.5) .362 .547
없다 149 47.2 63(49.6) 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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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주주주체체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간호과오 배상주체에 대한 간호사의인식을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개발한
간호과오사례한가지를제시하고주워진문항에응답하게한결과는<표6>과
같다.‘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이 배상하여야 하고,병원이 간호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병원에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에 동의한 응답자는 121명으
로전체38.3%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보험회사에서 김씨에게

직접배상한다’에동의한응답자는115명으로전체응답자의36.4%를차지하여
이 또한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한편,응답자의 25.3%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
원이 배상하여야 하고,병원이 간호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병원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간호사는 반환하여야 한다’에 동의하였다.따라서 간호과오
에대한배상책임주체는병원이어야한다는경우가 201명으로전체63.6%를차
지하였으며,배상주체가배상책임보험회사여야한다는견해가115명으로전체
25.3%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으며,본사례에대한배상주체인식을크게응답
자별로3개의그룹으로구분하였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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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대상자의 간호과오 배상주체에 대한 인식

<<<<사례사례사례사례>>>> 외래 통원하고 있던 김씨에게 간호사는 본래 A 수액을 연결하여야 했으나 본인의 

착오로 B수액을 연결하였으며, 김씨는 B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약한 쇼크 상태에 

빠졌다.  

즉시 수액을 A로 교환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증상은 개선되었으며, 경과관찰을 

위해 이틀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후유장애 없이 퇴원하였다. 김씨는 자신의 입원비,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사례에서김씨에게누누누가가가배상하는것이옳옳옳다다다고고고생각하십니까?

내 용 명수(%) 명수(%)

그룹1 간호사를고용한병병병원원원이이이배배배상상상하여야하고,병원이간호사에게
배상액의일부를병원에반환하도록요구하지않아야한다. 121(38.3)

201(63.6)
그룹2

간호사를고용한병병병원원원이이이배배배상상상하여야하고,병원이간호사에게
배상액의일부를병원에반환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간간간호호호사사사는는는 반반반환환환하여야한다.

80(25.3)

그룹3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보보보험험험회회회사사사에서 김씨에
게 직접배배배상상상한다. 115(36.4) 115(36.4)

계 316(100) 3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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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 인인인식식식

 1)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간호사의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3개의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2.25±1.132,본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경
우는 2.18±0.95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는 경우는 3.99±0.785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7>
간호사들이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반면,본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n=316

내 용 M SD
1.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25 1.132
2.본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18 .950
3.본 책임보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3.99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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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가입의사
간호과오 배상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의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5점 척도

의 7개의 문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본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4.01±0.839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보험도입에 동의한다가
3.99±0.869로 또한 높게 나타난 반면,간호과오 배상은 현재의 해결제도로
충분하다는 견해는 2.16±0.702로 낮게 나타났다.본 보험 가입의사를 보면,
가입하겠다는 의견은 3.57±0.925,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의견 또
한 3.27±0.982로 나타나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견 2.29±0.889보다 높게 나
타났다.<표 8>
간호사들이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반면,본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본 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지만,

관심이 높고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본 보험제도의 가입 및 보험료 지불의사 또한
중간이상인 것을 보았을 때 본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
기에 시기가 이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도에 대한 사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제도에
대한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선호도를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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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가입의사
n=316

내 용 M SD
1.본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필요하다. 4.01 .839
2.본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동의한다. 3.99 .869
3.간호과오배상은 현재의 해결제도로 충분하다. 2.16 .702
5.본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겠다. 3.57 .925
6.본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보험료를지불하겠다. 3.27 .982
7.본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겠다. 2.29 .889

  3)간호과오배상책임보험도입이유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유에 대한 간호사의 견해를 조사한 결

과 ‘간호과오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9±0.714로가장높았고,‘간호사의역할이계속확대되고있기때문’3.97±0.672,
‘의료기관외시설에서간호사의역할이확대되기때문’3.87±0.715,‘감독및관리자
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3.78±0.737,‘병원이 손해배상 비용을 줄
이고자책임분담을요구할것이기때문’3.69±0.795,‘전문직으로서자신의행위
에대한개인책임을마땅히져야하기때문’3.67±0.813순으로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간호과오로 인한 분쟁과 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간호사의역할확대및병원외근무장소확대,관리자로서의책임등간
호전문직의 발전과 관련된 이유에서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병원이 배상책임의 분담 요구 등의 환경
적 변화또한 예상하고 있었으나,전문직으로서의 개인책임의 수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동의율을보이고있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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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이유에 대한 의견
n=316

내 용 M SD
1.간호과오로인한분쟁과소송이계속증가할것이기때문에 3.99 .714
2.간호사의역할이계속확대되고있기때문에 3.97 .672
3.의료기관외시설에서간호사의역할이확대되기때문에 3.87 .715
4.감독및관리자로서의책임이더욱무거워지기때문에 3.78 .737
5.병원이손해배상비용을줄이고자책임분담을요구할것이기때문에 3.69 .795
6.전문직으로서자신의행위에대한개인책임을마땅히져야하기때문에 3.67 .813

  4)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기대효과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의료

인력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3.93±0.783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다음으로‘보험료로인해간호사개인의부
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견해가 3.77±0.833,‘간호과오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제
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3.76±0.815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제도 도입
으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시간적 소모가 최소화될 것’이 3.73±0.78,‘보험회
사에서 간호과오 처리를 대행해 주어 안심이 된다‘가 3.70±0.761로 나타났다.
반면,‘환자/보호자의 폭력 등이 감소될 것이다’가 3.30±0.964,‘간호사고

율이감소될것이다’가3.14±0.854로상대적으로낮은기대치를나타내었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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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의견
n=316

내 용 M SD
1.의료인력간의책임관계를명확히구분하려는경향이증가할것이다. 3.93 .783
2.보험료로인해간호사개인의부담이증가될것이다. 3.77 .833
3.간호과오를이유로한민사소송제기율이증가할것이다. 3.76 .815
4.사고로인한인적,물적,시간적소모가최소화될것이다. 3.73 .782
5.보험회사에서 간호과오 처리를 대행해 주어 안심이 된다. 3.70 .761
6.간호사를상대로한민사소송제기율이증가할것이다. 3.69 .843
7.간호사 자신의 행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3.67 .811
8.자율성이 향상되어 전문직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다. 3.63 .850
9.병원의재정상손실이감소될것이다. 3.62 .778
10.간호사개인에게책임전가가증가될것이다. 3.61 .942
11.신속한보상으로환자에게이익이될것이다. 3.60 .820
12.보험회사로부터간호사가실제보상받는사례는많지않을것이다. 3.39 .834
13.환자/보호자의폭력,난동,농성이감소될것이다. 3.30 .964
14.간호사고율이감소될것이다. 3.14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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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영역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다면,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각 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대인배상 3.94,통상지급제외비용 3.75,소송비용 및 초기대응비용 3.64,대
물배상 3.41,인격권 침해 3.23순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영역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환자의 신

체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4.25±0.650이었으며,‘간호사 스스로 다친 경
우’도 4.24±0.777로 높았다.‘형사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
우’에도보상되어야한다는의견이4.04±0.775로높았으며,‘소속의료기관이외
의장소에서간호업무수행중환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는4.01±0.717의순이
었다.
반면,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부당한 신체구속으로 환자의 자

유를 침해한 경우’3.19±0.910,‘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3.21±1.104,‘환자의 사생활침해,명예훼손을 한 경우’3.27±0.83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대인배상 영역에서 높은 보상필요성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는 본 제도의 취지와 간호사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
내 준다.그러나 형사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경
우 형사상 벌금은 통상지급제외비용에 속하며,미국의 경우도 형사상 벌금
을 보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이는 과오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
임에 초점을 둔 본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인 간호사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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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영역에 대한 의견
n=316

내 용 M SD

대인배상

1.환자의신체에장해를발생시킨경우 4.25 .650
2.간호사스스로다친경우 4.24 .777
3.소속의료기관이외의장소에서간호업무수행중환자등
에게 손해를입힌경우 4.01 .717
4.환자의가족과방문객을다치게한경우 3.27 1.011

대물배상
5.소속의료기관의의료기기를파손하여병원으로부터변상을
요구받은경우 3.50 1.050

6.환자의재물을잃어버리거나파손하여손해를입힌경우 3.32 .921
인격권
침해

7.환자의사생활침해,명예훼손을한경우 3.27 .839
8.부당한신체구속으로환자의자유를침해한경우 3.19 .910

소송비용등
9.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조정에필요비용등) 3.89 .808
10.사고원인조사비용,교통비,통신비등 3.69 .858
11.피해자에대한위문금또는위문품구입비용 3.34 .927

통상지급
제외비용

12.형사상의책임이인정되어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 4.04 .775
13.형사소송발생시소송비용(변호사보수,소송비용등) 3.99 .719
14.간호업무관련법(의료법등)을위반한행위로인해손해가
발생한경우 3.76 .952

15.과실여부가분명치않은무과실간호행위로인한손해 3.75 .931
16.고의로일으킨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 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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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기금 마련 참여자 및 운영자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기금 마련 참여자에 대한 복수응답의 분석결과는

<표12>와같다.사용자의사 또는소속병원장이기금마련에참여하여야한다
는 의견이 75.6%로 가장 많았고,다음이 간호협회로 61.4%,국민건강보험공단
이46.2%,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29.1%,기타0.9%순이었다.

표12.기금마련참여자(복수응답표)
n=316

내용 n %
사용자 의사 또는 소속병원장 239 75.6

간호협회 194 61.4
국민건강보험공단 146 46.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92 29.1

기타 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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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자로 적합한 주체는 간호협회가 111명
(35.1%)으로 가장 많았고,협회와 협약한 민간보험회사에 단체가입이 101명
(32.0%)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병원협회가 47명(14.9%),공공기관이 38명
(12.0%),민간보험회사에개별가입이16명(5.1%)순으로나타났다.<표13>

표13.보험운영자
n=316

구분 n %
간호협회 111 35.1

협회와 협약한 민간보험회사에 단체가입 101 32.0
병원협회 47 14.9
공공기관 38 12.0

민간보험회사에 개별 가입 16 5.1
기타 3 0.9
계 3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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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주주주체체체 및및및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인인인식식식과과과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1)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주체의 인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과오 배상책임주체 인식 집단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X²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결
혼상태와 근무병원에 따른 배상책임주체 인식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7.65,p<0.05;X2=6.53,p<0.05).반면,연령,근무경력,직위,교육정도,근무부
서,사건보고 경험,분쟁 경험,교육경험에 따른 배상책임주체 인식 그룹간의 차
이는유의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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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그룹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주체       
                                                                                                                                                                                                                                                                    n=316
특 성 구 분 실수(명) % 그룹 1

(n=121)
그룹 2
(n=80)

그룹 3
(n=115) F/X2 P

연 령 29.44 4.76 29.75(4.21) 28.71(4.97)29.62(5.14) 1.28 .281
결혼상태 미혼 182 57.6 61(50.4) 56(70.0) 65(56.5) 7.65 ...000222222

기혼 134 42.4 60(49.6) 24(30.0) 50(43.5)
근무경력 1년-2년 55 17.4 12(9.9) 18(22.5) 25(21.7) 13.24 .104

3년-5년 88 27.8 34(28.1) 25(31.3) 29(25.2)
6년-8년 56 17.7 30(24.8) 11(13.8) 15(13.0)
9년-11년 64 20.3 25(20.7) 14(17.5) 25(21.7)
12년 이상 53 16.8 20(16.5) 12(15.0) 21(18.3)

직 위 일반간호사 278 88.0 110(90.9) 69(86.3) 99(86.1) 2.58 .631
책임간호사 27 8.5 7(5.8) 9(11.3) 11(9.6)
수간호사 11 3.5 4(3.3) 2(2.5) 5(4.3)

교육정도 석사이상 32 10.1 13(10.7) 6(7.5) 13(11.3) 7.72 .103
학사 183 57.9 61(50.4) 55(68.8) 67(58.3)
준학사 100 31.6 47(38.8) 18(22.5) 35(30.4)

근무병원 A 병원 127 40.2 58(47.9) 24(30.0) 45(39.1) 6.53 ...000333888
B병원 189 59.8 63(52.1) 56(70.0) 70(60.9)

근무부서 외과계병동 107 33.9 33(27.3) 32(40.0) 42(36.5) 14.16 .166
내과계병동 80 25.3 31(25.6) 21(26.3) 28(24.3)
수술실 53 16.8 21(17.4) 9(11.3) 23(20.0)
응급실 19 6.0 9(7.4) 1(1.3) 9(7.8)
중환자실 40 12.7 18(14.9) 13(16.3) 9(7.8)
기타 17 5.4 9(7.4) 4(5.0) 4(3.5)

사건보고경험
(과실)

있다 121 38.3 52(43.0) 27(33.8) 42(36.5) 1.97 .373
없다 195 61.7 69(57.0) 53(66.3) 73(63.5)

사건보고경험
(무과실)

있다 105 33.2 48(39.7) 24(30.0) 33(28.7) 3.70 .157
없다 211 66.8 73(60.3) 56(70.0) 82(71.3)

분쟁경험(직접) 있다 29 9.2 14(11.6) 3(3.8) 12(10.4) 3.88 .144
없다 287 90.8 107(88.4) 77(96.3) 103(89.6)

분쟁경험(간접) 있다 87 27.5 32(26.4) 22(27.5) 33(28.7) .150 .928
없다 229 72.5 89(73.6) 58(72.5) 82(71.3)

교육경험 있다 167 52.8 63(52.1) 36(45.0) 68(59.1) 3.83 .147
없다 149 47.2 58(47.9) 44(55.0) 47(40.9)

그룹1:간호사를 고용한 병병병원원원이이이배배배상상상하여야 하고,병원이 간호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병원에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룹2:간호사를 고용한 병병병원원원이이이배배배상상상하여야 하고,병원이 간호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병원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간간간호호호사사사는는는반반반환환환하여야 한다.
그룹3: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보보보험험험회회회사사사에서 김씨에게 직접 배배배상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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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과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교육정도,근무병원,근무부서별로 보험의 필요성 인식에 있어 각각 유의한 차
이를보였다(F=4.26,p<0.05;t=17.72,p<0.01;F=4.35,p<0.01).이를 각각 살펴보
면,학사 간호사의 필요성 인식이 준학사와 석사이상 간호사 보다 높았고,오히
려 석사이상 간호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근무병원이 A근무병원보
다 필요성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근무부서의 경우 외과계 병동이 가장 높
고,그 다음으로 내과계 병동,응급실,중환자실 순이며,수술실이 가장 낮게 나
타나일반병동이특수부서보다필요성인식이높은것을알수있다.반면,연령,
결혼여부,근무경력,직위,교육정도,사건보고경험,분쟁경험,교육경험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필요성인식의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학사 간호사가 준학사 간호사보다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병원간의필요성인식의차이와병동간의차이가있어
근무환경이보험의필요성인식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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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 정도
n=316

특 성 구 분 실수(명) % M(SD) t/F p
연 령 M(29.44) SD(4.76)
결혼상태 미혼 182 57.6 22.48(3.83) .550 .583

기혼 134 42.4 22.23(4.28)
근무경력 1년-2년 55 17.4 23.00(4.09) .695 .596

3년-5년 88 27.8 22.19(3.58)
6년-8년 56 17.7 22.39(3.97)
9년-11년 64 20.3 21.86(4.71)
12년 이상 53 16.8 22.64(3.84)

직 위 일반간호사 278 88.0 22.36(4.08) .082 .921
책임간호사 27 8.5 22.63(3.47)
수간호사 11 3.5 22.09(4.11)

교육정도 석사이상 32 10.1 20.94(3.69) 4.256 ...000111555
학사 183 57.9 22.88(4.05)
준학사 100 31.6 21.90(3.96)

근무병원 A 병원 127 40.2 21.24(3.62) 17.719 ...000000000
B병원 189 59.8 23.14(4.11)

근무부서 외과계병동 107 33.9 23.37(3.83) 4.353 ...000000111
내과계병동 80 25.3 22.60(3.70)
수술실 53 16.8 21.21(4.22)
응급실 19 6.0 22.58(3.76)
중환자실 40 12.7 21.95(4.61)
기타 17 5.4 19.47(2.67)

사건보고경험
(과실)

있다 121 38.3 22.27(3.43) .130 .718
없다 195 61.7 22.44(4.36)

사건보고경험
(무과실)

있다 105 33.2 21.96(4.54) 1.674 .197
없다 211 66.8 22.58(3.73)

분쟁경험(직접) 있다 29 9.2 22.62(4.33) .117 .732
없다 287 90.8 22.35(4.00)

분쟁경험(간접) 있다 87 27.5 23.09(4.65) 3.830 .051
없다 229 72.5 22.10(3.73)

교육경험 있다 167 52.8 22.65(3.93) 1.600 .207
없다 149 47.2 22.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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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과오 배상주체 및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도입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다른
변수를 통제한 결과 근무기관과 근무장소가 보험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설명력은 8%로 높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보험

제도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의 파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필요도 인식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stepwisemethod)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R2 Ad-R2 t p
근무기관 1.635 .199

.080 .074
3.588 .000

근무장소 -.422 -.165 -2.965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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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의의의분분분석석석적적적평평평가가가

111...사사사건건건보보보고고고 및및및 분분분쟁쟁쟁,,,교교교육육육경경경험험험

이 연구에서 본인과실로 인한 사건보고경험(38.3%)외에도 본인과실 없
는 사건보고경험(33.2%)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사건보고를 과실
책임 주체를 문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위험관리 전략(Jaeger,1993)을 위
한 보고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환자측과 분쟁경험이 있는 경우는 9.2%로 나타났으

며,간호사가 분쟁에 연루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도 27.5%였다.
이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사건경위서 작성경험 41.6%,법적 분쟁경험 9.1%
로 보고한 김기경(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간호사고 교육 받은 것을 제외하고,별도

의 간호사고 관련 교육경험을 받은 경우는 전체 과반수가 되지 않는
47.2%로 나타나 임상에서의 간호사고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족을 반영하였
다.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처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
므로 향후 간호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기관 내 정기적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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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주주주체체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본연구결과다수간호사들(61.7%)이간호사의과오로인한분쟁에있어서병
원이배상주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으며,병원의구상권행사에부정적
인 견해가 그중 과반수를 넘고 있음을 볼 때,아직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간호
과오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전문가로서의 책임 보다 피고용인으로서
의책임에익숙함을알수있다.그러나간호과오배상책임보험회사가배상주체
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적지 않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병원배상
과간호과오배상책임보험의필요성논쟁이예측된다하겠다.미국의경우최근
까지병원배상책임보험외의간호사의개인적배상책임보험가입의필요성에대
한 전통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이를 법률에 의해 강제하기 보다는 가입 의
사결정을간호사개인에게맡기고있다(Murphy,1998).

333...간간간호호호과과과오오오 배배배상상상책책책임임임제제제도도도 인인인식식식

    1)간호과오 배상보험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가입의사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가 부족한 반면,본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따
라서 본 제도의 도입에 앞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상

당히 긍정적이었으며,본 보험제도의 가입 및 보험료 지불의사 또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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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것을 보았을 때 본 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시기가 이
르지 않음을 나타내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도에 대한
사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제도에 대한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선호도를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이유
간호사들은앞으로 계속 증가할것이예상되는 간호과오로 인한 분쟁과소송

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그 외 간호사의 역
할 확대 및 병원 외 근무장소 확대,관리자로서의 책임 등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관련된 이유에서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또한 병원이 배상책임의 분담 요구 등의 환경적 변화 또한 예상하고 있었으
나,전문직으로서의개인책임 수용의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동의
율을보이고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보험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배상책임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민혜식,1985)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
다.

3)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의 기대효과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따라 의료인력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구

분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러한 결과
에 비추어 볼 때,과오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전에 명확한 책임관계 구
분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민혜식,1985).간호사개인이책임져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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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와반드시의사의지시와협조를구해야하는업무를분류하고이에따
른 책임분담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민혜영,1998).또한 보험료
로인해간호사개인의부담에대한우려또한높게나타난것은우리실정에적
합하고타당한보험료산정에대한요구를반영한다.
그 외 본 보험 도입으로 간호과오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제기율이 증가할 것

이며,간호사를대상으로하는소송제기가증가할것이라는우려가다수를차지
하였으며,이러한 현상은 미국 간호계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Murphy,1998).
한편,본보험의도입으로사고로인한인적,물적,시간적소모가최소화될것
이며,보험회사에서 간호과오 처리를 대행해 주어 안심이 된다 등의 기대는현
재의자동차배상보험과같이 사고발생시그에따른문제해결을모두보험회사
에서대행을함으로써과실주체간의불필요한대립과분쟁,소모를줄이면서간
호사 개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
감을 반영한다.
의료인에게는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막연

한 불안감과 이로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되어 업무 수행시의 심리
적 안정감을 증가시켜 주게 된다(강소영,1996).책임보험의 설치가입으로
안심하고 소신대로 간호행위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자유로운 활
동이 보장되어 질적인 간호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민혜식,
1985).
한편,간호사고율이 감소될 것에 대한 낮은 기대치는 제도 도입과 사고율

감소와는 관련이 없는 외국 논문(George,1991)에 의해 지지된다.간호사고
는 결코 어느 특정 간호사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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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보험 상품은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
키는 반면,동시에 가입자들의 위험관리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사고 빈도
및 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이경주,2004).

4)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영역
이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대인배상영역에서 높은 보상 필요성 인식이 있

음을 알 수 있으며,이는 본 제도의 취지와 간호사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그러나 형사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보상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일본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형사상 벌금은 통상지급제외비용에 속하며,미국의 경우도 징벌적 손
해배상금(punitivedamage)및 형사상 벌금을 보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
다(Allen&wilkinson,1998).
일본에서의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간호직이 수행하는 간

호업무에 기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발생시켜,피보험자인 간호직 개인
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된다.또한 소속시설 이
외 일본국내라면 장소불문하고 보상 대상이 된다.하지만,간호사 개인이
다친 경우와 형사소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의료인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의 외국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동시에 평가
하였으나,현재에는 계약법적 측면을 중시하여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수행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김무성,2002).의료사고는 단순히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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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지워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조정제,2000).법무부는 물론 학계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를 취득하여 운전하는 것과,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사람의 신체
를 다루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 놓고 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정영일,1996).의료사고는
무과실로 인한 사고 또한 많다.무과실로 인한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를 입
증하기 위한 소송 및 재판비용은 보상영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부당한 신체구속으로 환자의 자유를 침해,환자의 사생활침해,명예훼손

을 한 경우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험적용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는데,일본의 경우 인격권 침해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 포함시
키고 있다.예를 들어,치매환자를 의학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침
대 등에 구속한다 하여 배상청구 당한 경우,환자의 건강상태와 가계상태
등을 부당하게 제 3자에게 누설한 등의 사생활 침해 등의 경우이다.간호
사는 간호과정에서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조건,가족력 등 환자의 사생활
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다.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
시키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5)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기금 마련 참여자 및 운영자
간호과오배상책임보험의 기금 마련에사용자인 의사 및소속병원장의참여

에대한높은요구는병원이라는현장에서의간호과오발생에있어병원의환경
적,구조적요인이상당부분관여된다는측면에서타당한요구라할수있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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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자신이 경험하게 될 의료사고로 인한 의
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의료사고 보험을 들고 있었으며,이에 대하
여 병원 측에서도 이러한 의료사고 보험에 대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적극적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Wright,1998).
국민건강보험공단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도기금마련에동참하여야한다는
의견이많았는데,제조업의경우화재보험료,산재보험료등위험부담비용이제
조원가에반영되어소비자도비용의일부를부담한다.이와같이위험이가격에
반영되는 현상은 자율경제체제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따라서 위험부담의
비용인의료배상책임보험료가의료서비스의가격인의료수가에반영되는것은
당연하다(김정동,1999).이러한 취지에서 간호과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비용
의일부를의료서비스의 소비자에게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배상책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지 소수 집단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지 않다.즉,의료사고 발생
시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고,보상과정을 쉽게 하여
보상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국민이 보험제도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자로는 간호협회,협회와 협약한 민간보
험회사에단체가입이다수를차지한것을볼때본보험기관이영리를추구하기
보다는 간호사의복지적측면을 강조한제도운영이 되어야한다는의견을 반영
한것으로판단된다.그러나현행법상간호협회가보험자로서보험상품을판매
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의사협회와같이공제회 형식으로기금을마련하는방
법,혹은일본의경우와같이민간보험회사와협약하여보험상품을판매하는방
법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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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부담의 주체는 개인차원이 아닌 보험이나 공제회의 형태를 통
한 집단적인 해결방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그에 대한 보험료 내지 분쟁비용
은 정부,보험자,공급자가 모두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시켜주
어야 한다.또 의료사고의 일정부분은 확률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는 의료수가에 일정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안정적 진료
환경의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손명세,
2001).

6)간호과오배상주체및배상책임보험제도의필요성인식에영향요인
결혼상태와 근무병원에 따른 배상책임주체 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기대한바와달리사건보고및분쟁경험등경험관련변수간의배상책임주체인
식의차이가유의하지않았다.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학사 간호사가 준학사 간호사보다 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을더욱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병원과 근무부서
간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근무환경이 보험의 필요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근무부서에 따라서는 외과계 병동과 내과계
병동이수술실이나기타중환자실보다필요성인식도가높게나타으며,일반병
동이특수부서 보다 배상책임보험제도에대해더 필요성을인식하는 것으로해
석된다.이는 병동에서의 간호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인덕(1992)의연구에서중환자실보다내․외과계병동에서근무하는간호사
들이사고를더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보험의도입필요성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근무기관과 근무장소로
나타났으며,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 54 -

본 보험제도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의 파악이 더 필요
한 것을 알 수 있다.근무기관 즉,병원간의 필요성 인식의 차이는 병원의
문화적 특성,교육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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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이며,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국내 간호사의 필
요성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간호과오 배상보험제도의 도
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과오 배상

주체,간호과오 배상보험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소재 800병상 규모의 2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
로 편의표집하였다.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연구자가 개발한 자기기입식 방법의 질문지를 각 병
원 간호부에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고 각 병동에 배부하였으며
각 수간호사가 설문지를 해당병동 간호사에게 배부하고 기록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A기관에 150부,B기관에 200부
해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A기관은 127부,B기관은 189부가 회수되어
9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회수된 전수 설문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문항을 직각(varimax)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타당도를 살
펴보았으며,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11.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일반

적 특성과 배상주체,보험요구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으며,배상주체와 보험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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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기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29.44세이며,
근무경력은 3-5년이 가장 많았으며,미혼인 경우가 기혼자 비율보다 많았
다.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 33.9%,내과계 병동 25.3%순으로 병동 응답자
가 많았다.학력은 간호대 이상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 비율보다 많았으
며,본인과실 사건보고경험은 38.3% ,본인과실 없는 사건보고경험은 33.2%,
환자측과 분쟁경험은 9.2%만이 경험하였으며,간호사 분쟁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경우는 27.5%였다.간호사고 관련 교육경험은 47.2%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병원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 평균 연령은 B병원이 높았으며,

근무경력 또한 9년 이상 근무자가 B병원이 많았다.직위에 있어서 A병원의 경
우 대부분 일반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한 반면 B병원의 경우 일반간호사외 책임
간호사가 참여한 점이 다르며,학사간호사 비율에 있어 B병원이 A병원보다 높
았다.근무부서에 있어서 A병원이 수술실 참여가 B병원보다 많은 반면,B병원
의 중환자실 참여가 A병원보다 많았다.본인과실과 관련된 사건보고경험은 A
병원이B병원보다많았다.

둘째,간호과오배상주체에대한인식으로사용자가모두배상해야된다는것이
38.8%로 높았으나,간호사가 병원에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25.3%이고 보험제
도가만들어져보험회사에서배상해야한다는항목이3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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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과오 배상책임주체 인식 집단간의 차이에
서 결혼상태와근무병원에따른배상책임주체인식그룹간의유의한차이를보
였다(X2=7.65,p<0.05;X2=6.53,p<0.05).반면,연령,근무경력,직위,교육정도,근
무부서,사건보고경험,분쟁경험,교육경험에따른배상책임주체인식그룹간의
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셋째,간호과오 배상책임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간호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했으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제도 도입 시 가
입하겠으며,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의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인식의 차이에서 교육

정도,근무병원,근무부서별로 보험의 필요성 인식에 있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26,p<0.05;t=17.72,p<0.01;F=4.35,p<0.01).이를각각살펴보면,학
사 간호사의 필요성 인식이 준학사와 석사이상 간호사 보다 높았고,오히려 석
사이상간호사가필요성인식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B근무병원이A근
무병원보다 필요성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근무부서의 경우 외과계병동이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 내과계 병동,응급실,중환자실 순이며,수술실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병동이 특수부서보다 필요성 인식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반
면,연령,결혼여부,근무경력,직위,교육정도,사건보고경험,분쟁경험,교육경
험에따른배상책임보험의필요성인식의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학사 간호사가 준학사 간호사보다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병원간의필요성인식의차이와병동간의차이가있어
근무환경이보험의필요성인식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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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이유는 간호과오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계속 증
가할것이며,간호사의역할이의료기관내․외시설에서계속확대되고있기때
문,감독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병원이 손해배상 비용
을줄이고자책임분담을요구할것이기때문,전문직으로서자신의행위에대한
개인책임을마땅히져야하기때문순으로나타났다.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의료인
력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경향이증가할것이라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보험료로 인해 간호사 개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간호과
오를이유로 한민사소송 제기율이증가할 것이라는순으로우려점을나타내었
고,제도 도입으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시간적 소모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보험회사에서 간호과오 처리를 대행해 주어 안심이 된다가 기대점으로 나
타났다.반면,간호사고율이 감소될 것이라는 항목은 낮은 기대치를 나타내었
다.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영역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문

항은 환자의 신체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다.또한 간호사 스스로 다친
경우,소속의료기관이외의장소에서간호업무수행중환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
로 대인배상 부분에서 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형사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형사소송 발생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소송비용 등)의 경우로 통상지급제외비용에 속하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부당한 신체구속으로 환자의 자유를 침해
한 경우,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환자의
사생활침해,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나타났다.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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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일의킨 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기금 마련 참여자에 대한 복수응답의 분석결과,사용
자의사또는소속병원장이기금마련에참여하여야한다는의견이75.6%로가
장 많았고,다음이 간호협회로 61.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2%,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29.1%,기타0.9%순이었다.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자로 적합한 주체는 간호협회가 35.1%로 가장
많았고,협회와 협약한 민간보험회사에 단체가입이 32.0%,병원협회가 14.9%,
공공기관이12.0%,민간보험회사에개별가입이5.1%순으로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더불어 제도의 제정과 제반 마련이 업계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
및 정책 결정자의 활발한 교류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간호과오 배상책임제도에 대한 연구대상자가 두 군데 병원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만 조사되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연구가 배제 되었으므로 앞으로
공급자 측면에서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환자 및 타 직종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간호사고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간호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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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대처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기관 내 정
기적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향후 간호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넷째,간호행위로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지만,간호사의 임무 및 업무의 행위에 따른 명시적인 법적 책
임의 구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간호사가 안심하고 소신대로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함을 알 수 있었다.간호과오배상책임보험의기금마련에
있어사용자인의사및소속병원장의참여가필요하며,비용의일부를의료서
비스의소비자에게도분담하여야할것이다.또한보험제도운영시보험기관
이영리를추구하기보다는간호사의복지적측면을강조한제도운영이되어야
할것이다.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우리

의 현실에 맞는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
요하며,더불어 제도의 제정과 제반 마련이 업계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 및
정책 결정자의 활발한 교류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좀더 안정
적이고 질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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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록록록>>>>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조 조 조 조 사 사 사 사 지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보건의료법윤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간호과오 간호과오 간호과오 간호과오 배상책임제도배상책임제도배상책임제도배상책임제도」」」」와 관련하여 간호사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귀한 답변은 연구의 목적으로

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간호업무 수행환경의 개선에 뜻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한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연구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김  정  민 올림

                                 

※※※※    간호과오 간호과오 간호과오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 간호업무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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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사례를 읽고 아래의 질문의 해당 항목에 V표 해주십시오.

<<<<사례사례사례사례>>>> 외래 통원하고 있던 김씨에게 간호사는 본래 A 수액을 연결하여야 했으나 

본인의 착오로 B수액을 연결하였으며, 김씨는 B 약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약한 

쇼크 상태에 빠졌다.  

즉시 수액을 A로 교환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증상은 개선되었으며, 경과관찰

을 위해 이틀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후유장애 없이 퇴원하였다. 

김씨는 자신의 입원비,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김씨에게 누가누가누가누가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옳다고옳다고옳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➀ 간호사의 잘못이므로 간호사간호사간호사간호사가 개인적으로 김씨에게 배상배상배상배상하여야 한다.   

___ ➁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이 병원이 병원이 병원이 배상배상배상배상하여야 하고, 병원이 간호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병원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간호사는 간호사는 간호사는 반환반환반환반환하여야 한다.  

___ ➂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이 병원이 병원이 병원이 배상배상배상배상하여야 하고, 병원이 간호사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병원에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___ ➃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보험회사보험회사보험회사보험회사에서 김씨에게 직접 배상배상배상배상한다.  

◈ 다음의 질문을 읽고 해당항목에 V표 해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  본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본 책임보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4.  본 책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5.  본 책임보험의 도입에 동의한다.  

6.  간호과오배상은 현재의 해결제도로도 충분하다.  

7.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간호사 책임을 포함시키면 충분하다. 

8.  나는 본 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  

9.  나는 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겠다. 

10. 나는 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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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도입도입도입된다면 그 이유이유이유이유는 무엇인지 해당항목에 V표 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2. 간호과오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3. 간호사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4. 의료기관외 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때문에

 5. 감독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6. 병원이 손해배상 비용을 줄이고자 책임분담을 요구할 것이       

기 때문에 
 

기타 :(직접 기술하여 주세요) 

 ◈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해당항목에 V표하여 주

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보험회사에서 간호과오 처리를 대행해 주어 안심이 된다.  

 2.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시간적 소모가 최소화될 것이다.

 3. 간호사 자신의 행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4. 자율성이 향상되어 전문직 발전에 이익이 될 것이다.

 5. 간호사고율이 감소될 것이다.

 6. 신속한 보상으로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7. 환자/보호자의 폭력, 난동, 농성이 감소될 것이다.

 8. 병원의 재정상 손실이 감소될 것이다.

 9. 보험료로 인해 간호사 개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10.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 전가가 증가될 것이다.  

 11. 의료인력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12. 간호과오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제기율이 증가할 것이다. 

 13. 간호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율이 증가할 것이다. 

 14. 보험회사로부터 간호사가 실제 보상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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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표 하여 주

십시오.

1. 간호과오 배상보험기금 배상보험기금 배상보험기금 배상보험기금 마련마련마련마련에 누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사용자 의사 또는 소속 병원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협회         □ 기타 (                                     )

2. 제도화된 보험상품이 생긴다면 운영은 운영은 운영은 운영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담당담당담당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1개만 체크) 

  □ 민간보험회사에 개별 가입       □ 병원협회                                   □ 간호협회     

  □ 공공기관                              □ 협회와 협약한 민간보험회사에 단체가입

  □ 기타 (                                                    )

◈ 간호과오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어야 적용되어야 적용되어야 적용되어야 할 할 할 할 영역영역영역영역입니다. 해당항목에 V표하여 주

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환자의 신체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환자의 가족과 방문객을 다치게 한 경우 

 3. 간호사 스스로 다친 경우  

 4. 소속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간호업무 수행 중 환자등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 : 가정간호업무) 

 5. 환자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6. 소속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를 파손하여 병원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은 경우

 7. 부당한 신체구속으로 환자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8. 환자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9. 민사소송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조정에 필

요비용 등)

 10. 사고원인 조사 비용, 교통비, 통신비 등 

 11. 피해자에 대한 위문금 또는 위문품 구입비용

 12. 형사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3. 간호업무 관련 법(의료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14.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5. 형사소송 발생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등)

 16.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무과실 간호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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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항사항사항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해당란에 기술 또는 V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기타

3. 간호사로서 근무경력은?

  □ 1-2년   □ 3-5년     □ 6-8년  □ 9-11년  □ 12-14년   □ 15년 이상

4. 귀하의 현 직위는?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 간호과장(팀장)이상

5. 근무부서는?

  □ 외과계병동      □ 내과계병동   □ 수술실   □ 응급실   □ 중환자실

6. 최종 학력은?

  □ 박사  □ 석사  □ 학사  □ 준학사

7. 본인 과실관련 사건보고 경험:

  □ 있다 (      회)     □ 없다

8. 본인 과실관련 없는 사건보고 경험:  

  □ 있다 (      회)     □ 없다  

9. 사건보고 후 면담(조사)받은 경험:

  □ 있다    □ 없다

9-1. 면담자:     □간호부  □QI  □의사  □기타

10. 사건보호 후 징계 받은 경험:

  □ 있다    □ 없다

10-1. 종류: □ 경고 □ 시말서 □ 정직   □ 감봉 □ 이동   □ 기타

11. 환자측과 분쟁경험: □ 있다 □ 없다

11-1. 결과:  □ 자연해소 □ 자체합의 □ 조정   □소송   □기타

12. 간호사 분쟁 연루 목격 (간접경험) 

  □ 있다    □ 없다

13. 간호사고 관련 교육경험 (신입OT 제외)

  □ 있다    □ 없다

13-1. 교육시간 (             ) 시간

빠짐없이 빠짐없이 빠짐없이 빠짐없이 응답하셔 응답하셔 응답하셔 응답하셔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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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ung-Min
DepartmentofPublicHealthMedicalLaw andEthics
GraduateSchoolof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Sohn,Myongsei,M.D.,Ph.D.)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the
enforcementofNursingMalpracticeInsuranceSystem throughinvestigating
Nurses'perceptionsanddemandforthat.

Thisstudy isthedescriptiveinvestigation on theclinicalnurses'
perceptions on the necessity ofthe introduction & enforcementof
NursingMalpracticeInsuranceSystem.
Thissurveywasconductedfrom Oct.11,2005toOct20,2005attwo
Univ.Hospitalssizedabout800beds.Thesurveywascarriedbasedon
theself-reportquestionnaire.Among350questionnaires,319oneswere
collectedandthatwereusedforthisstudy.
DatawasanalyzedbySPSS/PC11.0andT-test,AnovaandX2-test
wereusedtoverifythedistinctionofgeneralcharacter,thesubjec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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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andthenecessityofinsurance.
Theregressionanalysiswasdonetoanalyzethefactorswhichaffect
thesubjectofliabilityandtheneedsofinsurance.
Themajorresultswereasbelow.
First,related tothequestion on thewhoshould betheparty to
liability,38.8% chosetheEmployer,25.3% chargenursespartialliability
and36.4% tookinsurancecompany.
Therecognitiononthesubjectofliabilitywererelatedwiththejob
areasbutthereisnocloseconnectionwiththenurses'experience.

Second,Thenurseswanttoknow specificallythesystem ofnursing
malpracticeinsuranceandmostofthem replied,thesystem shouldbe
enforcedandthentheywillpaythepremium whenthesystem isset.
Theresultsofthemultipleregressionanalysisonthefactorswhich
affecttherecognitionontheneedsofthesystem show,thejobareas
arecloselyrelatedwiththeneedsforthesystem buttheexperiencesof
nurses weren'tclosely connected.The nurses ofthe surgicaland
medicalwardweremoredemandingontheinsuranceratherthanwho
areinoperatingroom orintensivecareunit.(F=4.353,P=0.001)

Third,the reason ofthe introduction ofthe Nursing Malpractice
InsuranceSystem istheeveryyearincreasingsuitanddisputesagainst
nurses.And the expectations ofthe system are the cost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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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ofadministrativeworkandthepeaceofmind.Butthenurses
don'texpectthereductionoftheratioofmalpracticethoroughsystem.
Ontheotherhand,thenursesworryaboutthetendencytodividing
theresponsibility among medicalstaffs,theburden ofpremium and
increasedsuitsagainstnurses.

Fourth,asthemostimportantcoveragein insurance,thesubjects
chose the indemnification to the patient's bodily injury.And the
subjectsarealsoconcernedonthefineandcriminalproceduralcosts
whichareusuallyexcludedininsurance.
Butthesubjectsarenotpositivetotheapplicationoftheinsurance
totheintentionalactsofnursesandtheinfringementofprivacy.

Fifth,themultipleresponseson'whoshouldbetheconcernedparties
oftheraiseofthefundfortheNursingMalpracticeinsurancesystem'
are in ordered as follows,the directorofhospitals(75.6%),Korean
Nurses Association (61.4%),NationalHealth Insurance Corporation
(46.2%),GovernmentorLocalSelfGovernment(29.1%)andtheothers
(0.9%)
Andrelatedtotheadministrativebodyofthesystem ,theresponses
wereasbelow.KoreanNursesAssociation(35.1%),AgreedInsurance
company(32%),KoreanHospitalAssociation(14.9%),PublicInstitution
(23%),CivilInsuranceCompany(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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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theintroductionandenforcementofthesystem,nursesare
hopingtoperform theirprofessionalnursingactivitywiththeconfidence.
Andfortheraiseofthefundofthesystem,theemployer'sparticipation
isrequisite.Whentheinsurancesystem isoperated,themainconcern
shouldbethenurses'welfarenotinsurancecompany'sprofit.
FortheenforcementoftheNursing MalpracticeInsuranceSystem,
themorespecificandsuitedstudyforKoreanSituationisneeded.And
the concerned party's continuous and lasting discussion with the
governmentauthoritiesontheintroductionofthesystem isindispensable.
Forthemoreconsistentandstablemedicalenvironment,theintroduction
ofthesystem shouldbediscussednow withcaution.

KKKeeeyyywwwooorrrdddsss:::NursingMalpracticeLiabilityInsuran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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