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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약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

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

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

강에 악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 

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

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

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 

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

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

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

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

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

하 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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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 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 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

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2시간 미만인 경

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고 답하 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 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 으

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 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

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

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

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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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

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의료분쟁, 법적의무, 지식도, 의료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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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배경

 

 1-1. 의료분쟁의 증가 현황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은 이제 환자-의사의 문

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이 시급

한 현안이 되었다. 의료 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중의 의사의 과실을 주

장하고 의사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다시 말해 의료분쟁

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 할 수 있다(의료법 제 543의 2 제 

1항).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의료관련 재해 구제 업무를 시작한 99년 4월

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모두 1487건으로 

연도별로는 99년 271건, 2000년 450건, 2001년 559건, 2002년 1-3월까지 

207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의학원,2001) 또한 이러한 분쟁

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1989년 손해배상사건 30,770건중 76건에 

불과하던 의료사고손해배상사건이 1998년 말에는 30.318건 중 717건으로 

10년만에 9.4배로 증가하 다(보건의료법학,2002). 이것은 전체 손해배상의 

수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결과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의료분쟁의 수적인 증가 외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고 일로부터 해결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고 일로부터 분쟁해결까지의 기간이 1심에 종결된 

경우에 평균 2.3년, 2심 종결된 경우 3,9년, 3심에 종결된 경우 평균 4.6년

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성형외과는 평균 6.3년, 소아과는 평균 6.1년에 달하



- 2 -

고 있다(민혜 , 1997). 

 

 이렇게 의료분쟁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합리

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은 아직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

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2 의료분쟁이 미치는 향

 의료분쟁의 증가가 미치는 향은 심각하여 의사 측에서는 낭비적인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수련의의 전공과목 선택시 응급 진료나 의료분쟁이 빈

발하는 과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급증하는 소송으로 사

법체계의 부담을 초래하고 의료비의 증가로 국민경제에 악 향을 준다. 

 자료의 부족으로 의료분쟁의 소송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으나 공제

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바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임의 

합의액과 공제회보상액을 합한 평균 보상액은 건당 18,000천원이었다는 보

고가 있었다(한국의학원 연구보고서,2001). 

 또한 다른 한 연구에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해결에 소요된 건당 평균 비용은 23,520천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추정한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총 비용은 년간 8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로 추정

하기도 하 다(손명세,1997). 

 

 위의 여러 폐해중 의료계에 미치는 가장 큰 향은 방어적 진료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도주의 실천의사회가 1991년 실시한 의료윤리에 대

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49.5%, 개원의 및 봉직의의 36.3%가 과잉진료

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하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눈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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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는 않지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의료행위의 기본이 되는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불신은 환자의 순응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며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국민건강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1-3. 의료분쟁 증가의 원인

 이러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 의료분쟁의 증가는 단순히 의

료사고가 증가하 다고 하여 분쟁이 증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

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조항석,1998). 즉, 의료분쟁 급증의 원인은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절대적인 의료서비스의 수

진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사의 권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각,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또한 신체는 근본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존재로 의료행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의료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의사의 과

오 없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악결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 결여, 

의료분쟁조정기구의 부재 등의 원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자의 측

면에서는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의사-환자 관계의 비인간화와 의사소

통 부족에서 오는 불신관계,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있다. 

 실제로 의사의 경우 의료행위에 있어서 각종 법적인 책임과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의 이해가 부족한 채로 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증가시

키고 의료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화해 내지 합의에 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의료계나 국민의 의료에 관한 의식정립에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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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1-4. 의료분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책

 의료분쟁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해결방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수진기회의 확대와 

권리의식의 증진, 의료 정보의 확대는 대책이 필요한 원인이라 할 수 없으

므로 논외로 하고 제도적인 장치로는 의료법 제 5장의 2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무과실 보상제도를 포함한 의

료분쟁 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분쟁 조정법안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전에 조정절

차를 거치게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

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고, 또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반의사불벌제도는 여러 분야와

의 형평성 문제로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의료사고의 조정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사 측에서도 공제제도의 비용을 전액 의사 측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

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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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들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현재도 표류중이며 실제로 이러한 

조정의 역할들은 선택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조정제도와 법원

의 조정제도가 일부분 대신하고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의료 분쟁 해결 

경향을 억제하는 역할로는 아직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의료분쟁조정법은 각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

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은 의

료사고 판례 및 병원내의 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사례, 법원

의 조정사례를 총정리 분석하여 현재의 물가수준과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손명세,2001). 

 마지막으로 의료공급자측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형화되고 있는 의료

기관은 어쩔 수 없는 경향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의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은 

교육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런 노력은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의사 환자 관계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들의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의료법리의 지

식도를 알아보고 이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세부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들의 의료인의 법적의무에 대한 지식도를 조사한다. 

둘째, 대상자의 여러 특성에 따라 지식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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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적 의무와 의료법리에 대한 피교육 경험여부와 그러한 교육의 필

요성은 얼마나 느끼는지, 또한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원하는지 조사한다. 

넷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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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의사들의 지식도

      주의의무

      설명의무

      의료분쟁에 대한 법리

      의료분쟁소송 판례

 
 

                                      

    의료법리에 대한 교육 

    피교육의 경험 유무

    교육의 필요성 감지 유무

    피교육의 원하는 형태와 주체

                                                                         

 

        대상자의 특성 

    성, 연령, 

    의사면허 취득연도,

    전문의 취득연도, 전공과목, 

    의료사고 직간접 경험유무.

    취업종류 

    의료분쟁의 부담정도,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분쟁 대비 방법

 

그림 1. 연구의 틀



- 8 -

2.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공제회 10년 보고서(대한의학협회,1991)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의

거(한국의학원 ,2001)하여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분쟁이 적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 다. 

 

 연구자료 수집은 2002년 10얼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 조사하 다. 대상은 서울지역의 전공의, 전임의, 

전임강사 이상, 개업의, 봉직의 등을 포함하 으며 이중 전공의와 전임의는 

2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 다. 

 

 설문의 내용은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사면허 취득년도, 전문

의인 경우 전문의 취득연도, 취업종류, 의료분쟁 경험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 방어진료 경험유무,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 

여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원하는 교육의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방법, 전반적인 의료법상 의료인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정도로 하 다. 또한 지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는 주의의

무, 설명의 의무, 그 외의 의료법리와 판례에 대한 O,X 문제로 구성하 다. 

 설문조사결과 121명의응답자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

지를 대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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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수 

 

 3-1. 변수의 정의

 의료법리에 대한 지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정답의 개수를 점수화

하여 ‘지식도점수’로 정의하 다.  또한 2002년에서 의사면허 취득 년도와 

전문의 취득 년도를 뺀 기간을 각각 ‘의사면허기간’, ‘전문의면허기간’으로 

정의하 다. 전공과목은 산부인과 내과 외과를 ‘분쟁다발과’로 정의하 고 

가정의학과를 ‘분쟁비다발과’로 정의하 다.

 3-2. 사용된 변수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공과목, 의사면허기간, 전문의면허기

간, 의료사고 경험유무, 취업의 형태, 의료분쟁의 부담정도, 피교육 경험유

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들을 포함하 으며  나이는 평균나이인 

34세를 기준으로 2그룹으로 카테고리화 하 고 의사면허기간은 평균인 7년

을 기준으로 2그룹으로 카테고리화 하 다. 

 종속변수는 지식도점수로 하 다.

4. 분석방법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지식

도 점수에 차이가 나는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대상

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는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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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분포 

 대상자 101명중 분쟁다발과 의사는 49명이었으며 분쟁비다발과는 52명이

었다. 평균나이는 34세 다. 전공별로 남녀 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

며 평균의사면허기간은 7.5년이었다. (표1) 

2. 의료분쟁에 대한 경험과 진료시 부담감

 직접의료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101명중 35명으로 34.7% 으며 경험

군 35명중 94.3%는 그 횟수가 1-2회라고 답하 으며 3-4회 경험자는 5.7%

이었다. 의료분쟁의 처리과정은 합의가 62.9%로 가장 많았으며 분쟁과정에

서 비합법적인 위협을 당한 경우도 22명으로 61.1%에 달하 는데 대부분 

언어폭력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동시에 신체적 위해와 의료기간 점거 

및 난동행위등의 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43%에 달하 다. 대상자의 98%가 

전공에 관계없이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매우 많이 느끼는 경

우도 22.8%에 달하 으며 72.3%가 방어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표

2)

3. 의료법 교육에 대한 경험과 태도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의료법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74.3%가 그렇다고 대답하 으나 2시간 미만의 교육이 48%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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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교육은 100%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답하 으며 의과대학과 수련과

정, 전문의 수료이후 연수과정으로 모두 실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61.4%

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대상자의 77.2%가 ‘없다’고 대답하 다. 또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

명 뿐이었는데 이는 모두 개원의 다. (표2,3)

표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단위)                                    수(%)

 성                여자                         44 

                   남자                         57

 전공과            의료분쟁다발과               49 

                   의료분쟁비다발과             52 

 나이(세)          ≤34                         71(70.3)

                   >34                         30(29.7)

 의사면허기간(년)  ≤7                          70(69.3)

                   >7                          31(30.7)

 취업형태         전공의                        38(38.6)

                  전임의이상                    28(27.7)

                  개업의와 봉직의               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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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의료분쟁에 대한 경험과 진료시 부담감 정도

    특성                                                수(%)

의료분쟁 직접경험     있음                              35(34.7)

                          횟수         1 - 2         33(94.3)

                                       3 - 4          2( 5.7)

                          처리과정     합의           22(62,8)

                                       민사소송       11(31.4)

                                       형사소송        2( 5.7)

                          위협경험        유          22(61.1)

                       없음                               66(65.3)

의료분쟁 간접경험      있음                               52(51.5)

                           횟수        1 - 2           31(59.6)

                                       3 - 4           19(36.5)

                                        ≥5             2( 3.8)

                        없음                               49(48.5)

진료시 부담감           매우 느낀다.                      23(22.8)

                        느낀다.                           38(37.6)

                        약간 느낀다.                      38(37.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2.0)

방어진료 경험            있다.                             73(72.3)

                         없다.                             28(27.7)

의료분쟁대비             의료법리 교육수료                 16(15.8)

                         의료분쟁보험가입                   4( 4.0)

                         법률고문이나 법무직원채용          3( 3.0)

                         없다                              78(77.2)



- 13 -

표3. 의료법 교육에 대한 경험과 태도

    변 수                                                    수(%)

피교육의 경험       있음                                     75(74,3)

                       교육시간         <2               36(35.6)

                                     2≤시간<5           28(27.7)

                                     5≤시간<10           4( 4.0)

                                        ≥10               7( 6.9)

                       교육의 주체     집담회             26(25.7)

                                       각과학회            4( 4.0)

                                       대학교나 대학원     45(44.6)

                     없음                                      26(25.7)

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61(60.4)

                       필요하다                               40(39.6)

                       필요하지 않다                           0( 0.0)

가장 적합한             의협주체 교육                           6( 5.9)

 교육의 주체            각과에 맞는 학회별 교육                35(34.7)

                        의대수업 교육                           1( 1.0)

                        위 전부                                59(58.4) 

가장 적합한             의과대학                                12(11.9)

 피교육 시기            수련과정                                12(11.9)

                        전문의 교육                             15(14.9)

                        위 전부                                 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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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법적의무와 의료분쟁 관련 법리에 대한 지식도 점수

       

     항목              평균점수/총점           백분율 

   주의의무                 1.82/ 3              60

   설명의무                 1.70/ 3              57

   그외 의료법리            2.77/ 5              55

   판례                     2.98/ 5              60

   점수 합계                9.25/16              58 

   

4. 법적의무와 의료분쟁 관련 법리에 대한 지식도 점수

 법적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92%가 법적의무의 

종류만 알고있거나 추상적으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을 아는 정도라고 답

하 다.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식도점수의 평균이 16점중 9.25점이었

다. (표4)

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도 점수의 차이

 표와 같이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의사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식도점수가 높았으며 전공의와 비교하여, 전임의 

이상인 경우, 개업의 및 봉직의인 경우 지식도가 높았으며 전임의 이상인 

경우와 개업, 봉직의인 경우 사이에는 지식도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나이,

성별, 전공과에 따른 지식도점수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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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지식도점수의 차이           

                                                                    ANOVA  

            

   특성                  지식도점수(평균±표준편차)              P-value

  

 성별           여자                  9.14 ± 1.32                 0.480

                남자                  9.33 ± 1.43                            

 나이(세)       ≤34                   9.00 ± 1.42                0.005

                >35                   9.83 ± 1.09                           

   

 전공           의료분쟁다발과        9.22 ± 1.31                 0.872

                의료분쟁비다발과      9.27 ± 1.46      

 의사면허기간   ≤7                   9.04 ± 1.40                 0.024        

      (년)       >7                   9.71 ± 1.24    

  

 취업형태        전공의
*,**

             8.67 ± 1.11                 0.005
*

                 전임의이상*           9.71 ± 1.33                0.017**

                 개업의 및 봉직의**    9.53 ± 1.50

                                                                 

6.대상자의 여러 특성에 따른 지식도점수의 차이

방어진료의 경험이 있는 군에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지식도 점수가 의미 있게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분쟁의 경험이나 의료분쟁 중에 비합법적인 위협경험 유무

는 지식도 점수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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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대상자의 여러 특성에 따른 지식도점수의 차이 

                                                             ANOVA    

       특성                  지식도점수(평균±표준편차)        P-value

  

  의료분쟁         있음          9.26 ± 1.46                    0.96

   직접경험        없음          9.24 ± 1.35

  의료분쟁         있음          9.37 ± 1.37                    0.38

   간접경험        없음          9.12 ± 1.39   

      

  방어진료         있음          9.42 ± 1.43                    0.03*

    경험           없음          8.79 ± 1.39                  

  비합법적인       있음          9.27 ± 1.28                    0.29          

   위협경험        없음          8.79 ± 1.13      

  

  피교육의         있음          9.39 ± 1.24                    0.08

   경험            없음          8.85 ± 1.69                      

  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     9.61 ± 1.42                    0.001*

   감지 정도       필요          8.70 ± 1.14

                                             

 

7.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 차이

 의료분쟁 직접 경험 시에 비합법적인 위협을 경험한 군, 의료법에 대한 

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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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대상자의 여러 특성에 따른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

    특성                           매우 필요 (수,%)     필요 (수,%)             

 

 나이(세)         ≤34                40 (56.3)          31 (43.7)

                  >35                21 (70.0)           9 (30.0)  

 전공과      의료분쟁다발과           27 (55.1)          22 (44.9)

             의료분쟁비다발과         34 (65.4)          18 (34.6)      

 

 의료분쟁          있음               20 (57.1)          15 (42.9)

 직접경험          없음               41 (62.1)          25 (37.9)        

 의료분쟁           있음              32 (61.5)          20 (38.5)

 간접경험           없음              29 (59.2)          20 (40.8)

 비합법적           있음              16 (84.2)           3 (15.8)

 위협경험*           없음               6 (35.3)          11 (64.7)

 피교육의           있음            52 (85.2)          8 (14.8)

  경험*              없음           23 (57.5)          17 (42.5)

 

* Chi-square tes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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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공과에 따른 교육 주체 선호도 차이

 전공과에 따라 의료법 교육 형태의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분쟁다발과인 경우는 각과에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가장 선

호하 으며 분쟁비다발과인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육을 선호하 다.(표8)

                 표8. 전공과에 따른 선호하는 교육 주체

 

 

      전공과                           교육 주체 (수,%)

                       의과대학        의협       각과 학회      3곳 전부  

       

의료분쟁다발과           2 (4.1)       0 (0)       24 (46.9)        23 (46.9)  

의료분쟁비다발과         1 (1.9)       4 (7.7)      11 (21.2)        36 (69.2)   

     Chi-square test : p<0.05

9. 진료시 느끼는 부담감

 간접적인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부담감

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P=0.001)되었고 직접 경험한 의료분쟁의 처리방식

이 민, 형사 소송인 경우가 합의로 처리되었던 군보다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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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고 찰

 

 1. 대상자들의 의료분쟁 경험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101명중 34.7%인 35명이 의료분쟁의 경험이 있고 

이중 3회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7%이었다. 이는 대한의학협

회 공제회에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하 던 설문조사의 결과 분쟁경험자인 

53.9%와 3회 이상 경험자 17.4%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환자 경험이 적고 상급자의 지도하에 있는 전공의의 비율이 

38.6%로 높았으며 의사면허기간이 7년미만인 군이 70% 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분쟁을 경험한 남녀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60%로 여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것은 전체 조사대상 남자의사의 36.8%, 여자

의사의 31.8%로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aragin등은 남

자의사가 여자의사보다 의료과오 소송 경험비율이 3배 많다고 하 으며 그 

이유로는 여의사들이 환자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

라고 하 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ragin,1992).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현실에서 여자의사라고 하여 효과적으로 의

사-환자 상호작용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

된다. 

 

 2. 의료분쟁의 처리과정 

 이들 의료분쟁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이 31.4%, 형사소송이 전

체의 5.7%를 차지하 는데 이는 1987년 대한 의학협회에서 조사한 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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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 총계현황의 민사소송 비율인 2.7%보다는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최

근의 의료분쟁관련 민사소송 급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조사에서 합의로 의료분쟁을 처리한 경우는 62.8%로 조사되었는데 1996년

에 실시한 의료분쟁 의사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해결방법이라고 언급하

고 있는 것은 자체해결로 71%가 이에 답하 다. 공제회 자료에서도 1990

년에서 1995년까지 분석한 결과에서 당사자간의 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84.6%로 압도적으로 많아 이는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대상이 비교적 근무환경이 안정되어 있는 대학병원 근무

의사가 6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경험자의 22%의 의사가 비합법

적 위협수단으로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격렬한 항의 농성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해결의 조건이 열악한 개인의원이나 중

소병원은 이런 비합법적인 수단에 더욱 노출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연구에서도 기구 내에 자체적으로 적정진료실이나 법무팀을 운 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과는 달리 우리 나라 의료의 90%를 담당하는 개업

의 내지 중소병원의 경우 이런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의료분쟁이 발

생한 경우 폭력이나 협박 등의 형태로 분쟁을 몰고 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 전체적인 자원에서의 분쟁해결기구의 마련을 제언하고 있다(손명

세,2001).

3. 진료시의 부담감과 방어진료

 의료분쟁의 직접경험과는 별도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료분쟁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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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이는 그대로 진료시의 부담감과 

방어진료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대상의사의 

98%가 진료시에 약간의 부담감 이상을 느끼고 있으며 전공의의 66.7%, 전

임의 이상의 78.6%, 개업의와 봉직의의 73.5%가 방어진료의 경험이 있다

고 하 다. 이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1년 실시한 의료윤리에 대한 

설문조사의 전공의의 49.5%, 봉직의 및 개원의 36.3%의 과잉진료 경험을 

훨씬 상회한 결과로 현재의 불안한 의료계의 현실을 짐작케 해 주는 결과

이다.  

 이준상등의 의료판례이론에 의한 연구에서도 당사자의 공평부담을 도모하

기 위한 입증책임 분배 이론이 의사에 비해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있는 환

자 측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서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전해 온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의사들로 하여금 결국 책임

을 두려워 한 나머지 방어적 진료 또는 위축진료로 나아가게 하여 의학과 

의료기술을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이 피해는 환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

이 되풀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준상,2001) 

4.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 현황

 이러한 심리적 부담에도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냐

는 질문에 전체 대상자의 78%가 없다고 답하여 위의 결과와 대조를 보인

다. 이러한 안이한 의사의 태도와 법적책임과 의료과오에 대한 의료법리의 

무지는 의료분쟁이 발생하 을 때 의료과오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적인 

합의로 이어지며 이러한 와중에서 환자 측의 비합법적인 위협수단이 합의

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양성희등의 연구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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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액 결정에 있어 의사의 오진이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환자의 사고 후 

상태나 분쟁의 처리 유형, 진료방해 등에 의해 합의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 다(양성

희,1998).

5. 의료법 교육의 경험과 지식도

 의료법의 교육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75%가 피교육의 경험이 있었으나 대

부분의 교육경험이 5시간을 넘지 않아 단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

분의 주체가 대학원이나 대학교로 지역 의사회나 각과 학회 차원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 다. 이러한 단기적인 교육은 분석 

결과에서 피교육의 경험이 지식도를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경험한 교육의 기간이나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교육의 

주체가 대학교나 대학원의 강의가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본인의 의지에 의

한 교육참가가 아닌 피동적인 참여로 인해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

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행의 교육으로는 원하는 지식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6. 의료법 교육의 주체와 내용

 의료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0%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답하 고 교육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분쟁다발과와 비다발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의료분쟁 다발과의 의사들은 각과의 실정에 맞는 

학회별 교육을 선호하 고 비다발과는 의협주체의 교육, 학회별 교육, 의대

에서의 정식 과목으로서의 교육 모두를 선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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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의료분쟁 다발과인 경우 의료과오에 관한 의료법리 전반에 대한 

교육보다는 자신의 과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런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과의 의료소송에 관한 대

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특히 의료과실에 관한 각과의 기준과 한계

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조계와 함께 각과 학회차원의 공동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7. 의사들의 전반적인 의료법 지식도 

 의사들의 지식도점수는 16가지의 질문 문항에 대해 평균 9.25개의 낮은 

정답률을 보 다.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57점으로 정답률이 50%인 

OX설문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지식도점수는 낮다고 보여진다. 

 지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4가지로 구성되었는데 주의의무, 설명의

무, 그외의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의료분쟁에 관한 판

례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의 지식도 점수는 3가지 질문 중 평균 1.8개의 정답

률을 보 으며 설명의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3가지의 질문 중 평균 

1.7개의 정답률을 보 다. 주의의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주의의무가 결과 예

견 의무와 회피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70%이상 알고 있었으나 응급

의료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은 50%이하만이 옳은 답을 하 다.

 설명의무에 관한 질문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의 설명의 의무와 설명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질문에서 모두 50%미만의 정답률을 보 다. 

 이 외의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관한 질문에서는 5 문제 중 2.7개의 평

균 정답률을 보 는데 특히 오진이 법적인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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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심리적 기대권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인과관계 입증

에 있어서 진료기록 변조에 의한 입증 방해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특히 정답률이 낮았다. 

 판례에 관한 질문에서는 수술동의서 양식에 대한 법적효력 문제에 대한 

질문은 80%이상이 옳은 답을 하여 높은 정답률을 보 으나 환자의 심리적 

기대권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는 50%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 다. 

 설문은 마친 몇몇 의사들과의 설문 후 면담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설문

의 문제를 답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 는데 이것은 법적 지식에 대한 부족

과 법적인 용어에 대한 낯설음에 기인한다고 하 다. 또한 스스로 의료분

쟁에 관한 법적지식이 매우 표면적이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닥친 경우 어려

움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하 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식도를 알아보는 질문

의 결과에도 반 되어 좀더 실제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의 정답률이 더

욱 낮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면허기간이 길수록, 전임의 이상이나 개업의 및 봉직의

인 경우에 전공의보다 지식도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3가지 변

수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험이 많을수록 지식도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의 차이도 1문항 이상의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8.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

 위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의사들의 전반적인 의료법리에 대한 지식도점수

는 낮았으며 대부분의 지식도 경험에서 얻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분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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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담감은 크게 느끼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는 적절치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법리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원하

고 있지만 아직 실제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의료분쟁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도

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

러나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 의료사고와 분

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제도권 내에서의 해결이 정착되고 무

과실 보상제도가 운 될 경우 이를 악용한 소송 만능주의로 이어져 미국과 

같이 의료소송 해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

다(Danzon,1985).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행위시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위험과 의료사고의 위

험은 어쩔 수  없더라도 여러 연구에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듯이 진료과

정에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Wright,1980; Waitzkin,1984; 

Adamson,1989; Shapiro,1989; Whitcher,1989; Charles,1993) 동시에 상호 계

약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인 의무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9. 의료법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현재까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의 지식

만을 묻는 국가 시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정도의 교육만이 이루어져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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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던 환자-의사 관계에서 금

전적인 계약관계로 인식되는 현재의 성격의 변화는 의료인들의 의료법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포함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의료인들도 이를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전

략수립의 주요 항목으로 개별적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학원,2001). 이러한 교육은 현재까지의 암기위주의 표면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과 같이 단순한 지식위주의 이상의 것, 즉 정상

적인 의료인이라면 취해야 할 판단과 행동까지 포함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과대학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이후의 교육은 이번 연구

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보수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보수교육의 내용은 진료현장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질 높은 교육의 내

용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의 자율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자료의 축

적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축적으로 의료 

행위 중 어떤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화의 노력들은 축적되는 사고 자료의 실마리

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의료

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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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의료사고의 원인은 의사만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의료사고의 예방도 

이러한 개별적 교육의 강화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의 구조

적인 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적 변화와 제도적 지원

이 맞물려야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러한 개별적 교육의 강화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방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의

료인들 스스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을 의과대학에서부터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의료법에 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10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군의 연령이 30대가 가장 많고 의사면허기간

도 7년 이내가 70%를 차지하여 대상군 선정에 한계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O,X질문을 이용하여 의료법

리에 대한 지식도를 측정하 는데 이 지식도점수가 실제적인 지식도를 대

표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향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의사들의 지식도

를 조사하고 교육을 통하여 지식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한 지식도가 높

아졌다면 이런 지식도의 향상이 진료환경 안정에 기여하여 의료인의 부담

감을 줄이고 의료분쟁 예방과 적절한 분쟁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

는 전향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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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론

 

 서울의 2개 대학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포함한 의사 101명을 대상으로 의

료법상의 의사의 법적책임 대한 지식도와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들의 전반적인 지식도점수는 낮았다. 면허기간이 7년 이상이거나, 전

임의 이상 혹은 개업의 및 봉직의인 경우가  면허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전공의인 경우보다 각각 지식도점수가 높았다. 의료분쟁의 경험이나 피교

육의 경험은 지식도에 향을 주지 않았다.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가 대상자의 98% 으며 그럼에도 78%가 의료분쟁에 대한 특별

한 대비는 ‘없다’고 답하 다.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98%가 필요하다고 답

하 고 그것은 의과대학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 다. 

 

 연구대상이 서울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비교적 젊은 의사들로 이루어져 

일반화하기 어렵고 이번 조사만으로 의사들의 지식도를 대표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나 이상의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법리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의과대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

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분쟁 다발 과인 경우는 각과의 학회차원에서 대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분쟁 특히 의료과실에 관한 각과의 기준과 한

계를 규명하여 실질적인 의료법리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교육의 효과에 대한 전

향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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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설문지

의사의 법적의무에 대한 지식도와 

 의료법 교육에 관한 태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의료법을 전공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최근 의료분쟁의 건수는 198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비율 또한 급격한 증가를 보여 의사 개인에게나 사회적

으로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의사들의 의료인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

한 것입니다. 이 논문으로 의사들의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교육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에 힘쓰시는 선생님들의 노

고에 존경을 보내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인적 사항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성별 ( 여/남)

2. 나이 (    세)

3. 의사면허 취득년도 (     년)

4. 전문의 면허 취득년도 (     년)

5. 전공과목 (       과) 

6. 취업상태 ( 전공의/ 전임의/ 전강이상/ 개업의/ 봉직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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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O표 해주시거나 해

당되는 문항이 없을때는 기타란 에 적어주십시오

1-1. 의료분쟁을 직접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으로 환자측이 의료인측의 과오를 주  

  장하며 다투는 모든 경우. 즉 합의를 하 거나 소송을 하 거나 여부를  

  떠나 환자측이 의료행위 과정중에 생긴 원치 않은 결과로 분쟁을 일으키  

  는 경우)

 1) 있다                    2) 없다

   @ 없으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1-2. 경험하 다면 그 횟수는 ?

 1) 1-2회   2) 3-4회    3) 5회 이상

1-3. 직접 경험한 의료분쟁의 환자측의 처리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중복 

가능)

 1) 합의 

 2) 법원 혹은 의료심사조정위에 조정신청

 3)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4) 형사고소 혹은 고발은 통한 처벌 청구

 5) 보건복지부 등 주무 부서에의 민원이나 진정

 6) 소비자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7) 기타 (                                                      )

1-4. 의료분쟁의 과정에서 환자측으로부터 비합법적인 위협수단으로 위기

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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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 (중복가능)

 1) 언어폭력

 2) 신체적 위해

 3) 의료기관 점거 및 난동 행위

 4) 현수막이나 대자보 걸기 

 5) 인터넷에 비방  올리기

 6) 기타 (                                                        )

2-1. 의료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세요

2-2. 간접적으로 경험하 다면 그 횟수는 ?

 1) 1-2회   2) 3-4회   3) 5회 이상

2-3. 간접적으로 접한 의료분쟁의 환자 측의 처리과정은 어떠하 습니까?  

 

 1) 합의 

 2) 법원 혹은 의료심사조정위에 조정신청

 3)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4) 형사고소 혹은 고발은 통한 처벌 청구

 5)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서에의 민원이나 진정

 6) 소비자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7) 기타 (                                                      )

3.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 

 1) 상당히 그렇다

 2) 그렇다

 3) 약간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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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분쟁을 염두에 두고 통상의 경우보다 과잉진료를 하신적이 있습니

까?

 1) 있다                            2) 없다

의료인의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과 기타 질문입니다

5-1. 의료인의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

까?

 1) 있다                           2) 없다

@ 없으면 6번으로 넘어가세요

5-2. 만약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총 기간은?

 1) 2시간 이하    2) 2-5시간    3) 5-10시간   4) 10시간 이상

5-3. 교육의 주체는 어디 습니까?

 1) 지역 의사회나 집담회           2) 각 전공학회 차원의 강연

 3) 의과대학이나 대학원            4) 의료관련 인터넷 사이트

 5) 기타 (                                                  )

6. 의료인의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 상당히 그렇다

2) 그렇다

3) 약간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7. 위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사협회 차원의 교육

2) 학회별로 각 과에 맞는 교육 

3)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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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3가지 모두 필요하다

5) 기타 (                                                  )

8. 위의 교육은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과대학

2) 수련의과정에 포함

3) 전문의 취득 이후 이수과정으로

4) 위의 1), 2), 3) 모든 과정 

9.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1) 의료소송과 관련한 법률지식 습득 내지 교육과정 이수

2) 의료분쟁 보험가입

3) 법률 고문 선임                     

4) 의료 송무 관련 법무팀 운  내지 법무 직원 채용

5) 기타(                                                   )

10. 의료인의 법적 의무에 대한 내용(주의의무, 설명의 의무, 인과관계 입

증)을 어느 정도 알   고 있습니까?

1)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매우 잘 알고 있다         

2) 법적의무의 종류가 주의의무와 설명의 의무인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  

  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3) 구체적인 법적의무의 종류는 알지못하고 법적인 의무가 있음을 추상적  

  으로만 알고 있다

4)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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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료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

다. 아래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표 해주세요

의료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결과의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라는 이중구조를 가진

다 (   )

2. 결과 예견 의무는 행위시의 악결과를 예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때의 예견의 수준은 그 당시의 치료의 유효성, 합병증, 부작용 등이 일반적

으로 알려진 수준의 정도로 본다 (   )

3. 응급의료는 긴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주의

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   )

4.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가

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

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며 위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

우(예 : 사망의 위험이나 시력상실, 중증장애, 불임과 같이 다시 환원할 수 

없는 위험) 에는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해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

(   )  

5. 미성년자인 환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으며 긴급한 처치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모의 의견

에 반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

6. 의사의 설명의 의무는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해가

되어 환자에게 위태로운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치료목적

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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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

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8. 오진은 의학적인 과실이며 또한 그대로 법적인 과실로 인정된다 (   ) 

9. 의료과오에 있어서 손해의 배상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에 관하여 발생하며 기대권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권리등은 아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10.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과실여부를 가리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입증 방해에 해

당되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경우 심증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상관

없이 의사측의 과실을 무조건 인정함으로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    )

11.  환자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의료행위

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다. 만약 그 행위로 인하여 환자측

에서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안 때부터 3

년 간의 단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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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의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 의사와 

병원 당국에 하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한다’ 는 내용의 인쇄된 수술동의서의 용지에 서명날인 받는 것만으로

는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 형사상의 책임에

서 벗어날 수 없다.(   ) 

2. 회귀후두신경초종양 ( Recurrent laryngeal schwannoma) 수술 이

후 발생한 발성기능 장애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에서 수술이 적기에 과실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질병의 증상 및 수술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 으므로 민사상의 배상 책임이 

없다. (   )

3. 건강진단당시 이미 완치불능이었던 폐암환자의 경우 의사의 건강진단상

의 과실로 인하여 폐암의 발견이 조금 더 늦어졌다고 하더라고 이미 완치

불능인 상태로 의사의 진단상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의 변화를 기

대할 수 없으므로 비록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없다 (   ) 

4. 담당의사가 췌장염 치료를 위하여 금식지시를 내렸는데도 환자가 몰래 

물을 마시거나 과일을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사망은 의료사고라

기보다는 환자의 비 협조에 따른 병세악화로 사망한 자연적 병사에 가까우

므로 이런 경우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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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는 간호사에게 포도당 10cc와 염화칼륨 9.5mmEq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환자의 상태를 주시하며 혈관주사 하라는 처방지시서를 기재

하여 주사하게 하 으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대로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약 2cc를 주사할 때 돌연 환자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도 계속하여 1분 간 위 주사액을 전량 주입함으로써 주사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 다. 이 사례에서 의사는 주사 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시를 내렸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이 없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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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Knowledge, Attitude, Practice of  physician's 

       legal duty and medical law education 

                                      

                                        So Yeon Kim, M.D 

                                         Graduate school of 

                             Hea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yung-Se Sohn, M.D) 

 Increases in the medical accidents and consequent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become major public concerns. 

But due to the absence of reliable social mediation systems, they 

place great burdens on the community. 

 Medical disputes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y can 

bring about doctor-patient distrust, and consequently the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public health. 

 Som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medical disputes 

are expansions of medical services, extensions of patients rights, 

increase in the economic indemnity, dehumaniz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bsence of social mediation systems 

and lack of physician's understanding about medical laws.

 

 In this study, I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physician's 

knowledge about medical laws including physician's leg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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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felt necessities for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f 

physicians. One group is physicians with frequent medical 

disputes, and the other is those with rare medical disputes. 

 The survey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of  

physicians, the year of license acquisition, the types of present 

work place, experi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defensive practice

,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experience of education on medical laws, felt necessity and 

desirability for education on medical laws, types of the 

preparations they have reciv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knowledge about legal duties and medical laws. 

 Data was analyzed by SPS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4%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and     

   62.9% of the disputes were resolved by mutual consents 

2. 98% of subjects had considerabl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and 7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treating patients in a passive manner due to    

   the burden of being involved in medical disputes.

3. All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were essential an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from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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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the medical law test was 9.26   

  out of 16.

5. Subjects older than 35 years old, who had experiences of being  

   threatened illegally by patients during disputes showed higher  

   desirabilit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show that most physicians do not 

receive proper preparations despite their considerable burden about 

medical disputes. Their level of knowledge on medical laws is 

low, and existing medical law education program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e early education on medical law as well as other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s. I believe that such efforts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future.  

    

- --------------------------------------------            

     key word : medical dispute, legal duty, knowledge,

                 medical la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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