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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약

 

설명‧동의의무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

인 동시에 법적 의무이다. 의사-환자 관계의 계약적 성격 및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는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법률적인 의미에만 초

점을 두고 있어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설명‧동의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하며 얼마나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료 현장

에서의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의사의 법적 인식과 

실천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 다.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으며, 수련

의,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 93명을 대상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진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 및 실천, 기존의 연구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설

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의사의 법적 판단과의 차이, 설명‧동의의

무와 관련된 의료법학적 교육의 정도 및 교육의 경로에 관하여 조사하 으

며,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 법적인 지식 정도와 교육 정도와의 상호 관련

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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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통계는 SPSS(ver10.0)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 및 분산분석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 다.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지식도 점수는 총 18점 중 평균 12.1(±2.31)점으

로 법적 기준과 의사들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차이를 보 으며, 실천도 점

수는 총 9점 중 평균 3.1(±2.28)점으로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의료법학적 내

용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체 사례에 대하여 19.7%의 교육률을 보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에 있

어서는 수련의 집단이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실천도 점수를 보 으며, 의료법학적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봉직의 

및 개원의와 군의관 집단에서 수련의에 비하여 지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 

법적 지식,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의 정도는 법적 지식과 상당한 관련성

을 보 으나, 교육의 정도 및 법적 지식은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는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법적 지식, 교육의 정도

에 있어 의료사고다발과와 비다발과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사의 법적 판단은 기존의 연구 및 법원의 

판례에서의 법적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사들에게 올바른 법적 판

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법학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

다. 한편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정도는 수련의 집단에서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에서보다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의



- vi -

료법학적 지식 및 교육 정도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

는 설명‧동의의무의 낮은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발견해

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적절한 설명‧동의가 이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핵심어 : 의사, 설명‧동의의무, 인식, 실천



- 1 -

I. 서   론 

1. 연구배경

 

 1-1. 설명‧동의의무의 의미

종래의 의료행위가 의사와 환자사이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일방

적인 치료행위의 형태이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일종의 계약 관계로 인식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

공함에 있어 환자 자신의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명‧동

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취해 의사로 하여금 설명‧동의 원칙을 위배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1), 이러

한 의미에서 볼 때 설명‧동의의무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 수준에서 더 나

아가 법적인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판결에 의하면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

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

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

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

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개정판. 동림사, 2003,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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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설명‧동의의무의 배경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독일에서 이미 19세기 중

반 무렵부터 환자의 승낙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으며,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은 후일 프리드리히 3세가 된 황

태자의 후두암에 대한 수술 사건으로, 의사는 1887년 5월말 환자인 황태자

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그를 마취시켜 후두절제수술을 시행하려고 하

는데 비스마르크가 이에 반대하여 결국 황제는 자기의 아들인 황태자의 승

낙 없는 수술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제국재판소는 결

핵성화농의 상처가 있는 7세 된 어린이의 발을 절단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

의 아버지가 자연치유법의 신봉자이고 외과적 수술에 반대하 음에도 외과

적절단술을 시행하 다는 이유로 신체상해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

하 다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9년 후두종양수술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한 발

성기능장애의 후유증에 있어 수술 전 설명‧동의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승낙권의 문제가 된 판례가 있다4).

오늘날 대한의사협회가 공포한 ‘의사윤리선언’에는 “의사는 환자가 자

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담당의사의 진료방법에 대하여 알 권

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항목과 함께 “의사는 환자의 질병상태와 예후, 

수행하려는 시술의 효과와 위험성, 진료비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신중, 정확, 친절하게 알림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의 적극적인 

3) 독일형사법원(RGSt) 25, 375. 박일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재판자료 27집, 

1985, 152면 재인용.

4)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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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제12조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

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설명‧동의의무의 중요성

YMCA가 199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

제를 요구해온 사항 중 설명의무의 불이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인의 주

의소홀(43.2%), 치료시술불만(20.7%), 과잉부당진료(17%)에 이어 4번째

(15.1%)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설명‧동의의무의 위

반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을 반 하듯 법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기 위

한 방법으로 의료인들에게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진료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 음을 이유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환자는 자

신의 알권리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진료행위가 행하여 졌다는 이유로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설명의무위반이 

단순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에서 나아가 악결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 경

우에는 진료과오로 인한 전(全)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며5), 의료과

실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서 의사의 설명의

5) 안귀옥. 설명동의서식의 표준화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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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6).

 

 1-4.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이전의 연구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분쟁에 관련된 법원판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수많은 국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대부분이 법률가들

에 의한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률적인 의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큰 관심을 보

이지 않다가 근래 ‘설명동의서식의 표준화 연구’에 이르러 설명 행위에 관

하여 의사 대상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의 한 설문에 대한 응답

에 의하면 의사들은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은 물론이고 후유증, 발생의 위험과 그 수술을 받지 않을 경

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까지 설

명”할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이 “법원의 판

결내용은 시간에 쫓기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

는 “법원의 판결내용은 불필요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변경되어야 한

다.”라는 입장을 보 다7).  

의사들의 의료법학적 지식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발생가능성이 희소

하지만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며 위험하거

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의 설명의무”,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가 부모의 의견에 반한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해가되어 환자에게 위태로운 신체적 정

6) 안귀옥. 법률적 측면에서 본 표준설명동의서식의 필요성. 대한의학회‧21세기 의료법률연

구회 주최 표준설명동의서식 워크샵, 2001.

7) 안귀옥. 설명동의서식의 표준화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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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치료목적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염려

가 있는 경우 설명의무의 면제”의 세 문항에 대하여 설명의무에 관한 의사

들의 지식정도가 57%라고 밝히고 있어 대략적이나마 의사들의 설명‧동의

의무에 대한 의료법학적 지식 정도를 파악했다는 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사

례들 중 어떠한 경우에 대하여 의사들이 어떤 법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8).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률적 의미, 법원의 태도, 다른 나라의 판례의 

태도 등을 연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료법학자의 몫이다. 또한 이러한 

의료법학을 교육하는 것 또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주축을 이루어야 

하며, 이유로는 법철학적, 법사학적, 법정책학적, 법경제학적 바탕이 없는 

법해석학은 매우 위험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잘못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9). 이처럼 의료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

는 데 있어 법률가 및 법학자들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대

부분 법률가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연구의 대상 또한 설명‧동의의

무의 역사, 국가간 판례의 비교, 민‧형사적 의미, 설명‧동의의무의 내용, 손

해배상, 입증책임 등 법률적 문제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이

러한 법률가들에 의한 연구에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설명‧동의의무의 내용

을 알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의료인들, 설명‧동의의무의 내용을 알고 자신

8) 김소연.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2002.

9) 신현호. 합리적 보건의료법학 교육방안. 한국의료법학회 2002년 제1회 학술대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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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권리를 지켜 나아가야 할 환자들은 연구의 관심 역 밖에 있었으며,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 치유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병의 원

인, 세균, 치료약제, 수술 방법 등의 개발에만 노력을 기울이며 환자 그 자

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의 역에서도 과

거 질병 자체 혹은 그 치료에만 관심을 집중하 던 것에서 나아가 근래에 

이르러서는 궁극적인 환자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환

자 관계, 환자의 건강 행태(行態),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면담, 환자의 건강 

상태 평가, 환자교육과 순응도 등 그 연구와 관심 범위의 초점을 환자 요

인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것처럼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는 

그 법률적 해석에서 더 나아가 진료 현장에서 법률적 의미들을 실현해 나

가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 연구목적
10)

이 연구에서는 설명‧동의의무에 관하여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10) 몇 해 전 본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현재의 상태로는 떨어져 나간 부분의 봉합이 거의 불가능하

니 손가락의 한 마디를 잘라 내는 수술을 하자’라는 설명을 들은 후, 사고 현장에서 가지고

온 손가락의 일부분의 폐기 및 절단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 으며 손가락 절단 수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화를 걸어와 본인이 당시 레지던트 수련 중인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

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문의하니 ‘현재 상태에서는 수지접합술(收支接合術) 시행 후 성

공률이 3% 밖에 안 되어 일반적으로 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경우 손

가락이 심하게 짧아지는 장애가 생기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절단 수술을 대신해 접합 수술

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다.’고 하여 가족들과 상의 후 환자를 후송하여 접합 수술을 시행하

고 다행히 수술이 성공하여 손가락 절단을 하지 않았다. 본인은 아직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만일 그 때 아무 지식도 없는 환자의 결정대로 손가락 절단술을 시행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며, 위와 같은 경우 성공률은 낮지만 당시 다

른 치료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여 환자에게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그 

의사에게 잘못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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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들에 초점을 두어 설명‧동의의무와 관련 있는 각 사례에서의 

의사의 경험은 어떠하며, 법적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상황에서 설

명‧동의의무의 실천의 정도는 어떠하며, 법적 기준과 의사들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아내고자 하 다. 위의 조사 자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의사들의 의료법학적 인식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실천 정도를 파악

함으로써 향후 진료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하는데 고려하고 개선

해야 할 점들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정리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한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진료현장에서의 의사의  

경험을 조사한다.

둘째,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의사의 법적 판단과 법적 기준과의 차이를 분

석한다. 

셋째, 진료현장의 설명‧동의의무 실천 정도를 조사한다.

넷째,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의료법학적 교육의 정도, 교육의 경로를 조사

한다.

다섯째,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정도, 법률적 지식, 교육의 정도 사이의 상

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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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설문 문항의 작성
11)

 1-1. 설문 문항의 형식적 구성

설문지는 총 25개의 사례로 각 사례는 다시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첫 번째 문항은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해당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는 각 상황에서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하 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문항은 각 상황에

서의 설명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행위가 설명‧동의의무라는 법적 기준

에서 볼 때 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옳지 않은 행위인지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인 판단을 묻는 문항으로 사례 1에서 사례 18까지는 판례나 기존의 연

구를 통하여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사례들이었으며, 사례 19에서 사례 25까지의 7개 사례는 정

확한 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문항에서는 

각 사례에 해당하는 의료법학적인 의미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을 받았거나 

접해 본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번으로 

의과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강좌, 의학 잡지 등을 통하

여 접하거나 스스로 학습한 경우, 주위 사람이나 언론 매체로부터 접한 경

우에는 각각 2번부터 6번까지 선택하도록 하 다. 

 

11)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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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설문 문항의 내용적 구성

   표1. 설문 사례별 주요 내용

사례 내용

1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에게만 검사, 처치,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2 (협동 진료 시) 전문 역의 설명을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사가 대신한 경우

3 (주치 의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주치의 이외의 의사가 설명을 대신한 경우

4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설명한 경우

5 구두 설명을 대신하여 설명지를 이용하여 설명한 경우

6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를 받은 경우, 법적 효력

7 가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의 설명‧동의 과정이 없었던 경우

8 치료에 유익하지 않거나 해가될 수 있는 합병증의 설명을 생략한 경우

9 이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先) 동의를 받은 경우 

10 일반적 수준의 환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설명을 생략한 경우 

11 발생할 합병증이 심각하거나 중대하지만 그 빈도가 매우 낮아 설명을 생략한 경우

12 대체 방법에 관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

13 의학적 문제 이외의 부수적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

14 진단 착오로 인하여 당연히 설명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15 집요한 설득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대로 결정한 경우

16 설득하여 검사, 처치, 수술을 받게 한 경우, 후에 악결과 발생시 법적 문제 

17 환자가 ‘종교적 이유’등으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거부한 경우 

18 설명한 내용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못한 경우

19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만으로 검사, 처치, 수술을 시행한 경우

20 응급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

21 암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 자신에게는 진단을 비 로 한 경우

22 교과서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의 발생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23 자기 병원의 치료성적 또는 경험의 정도가 낮을 때 이에 관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

24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상담의 경우

25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친분 있는 사람에게 건강 상담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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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의의무에 관한 기존 연구, 판례, 설명‧동의의무에 관하여 기술

된 서적을 이용하여 내용 구성을 하 으며, 판례나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

어지지는 않았으나 진료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하며, 의사들의 설명 행

위를 통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일부 포함하여 

사례를 구성하 다. 또한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문항에는 

‘예’를 사용하 고 ‘예’로는 해당사례에 관련 되어있는 판례의 실제 사건을 

요약하여 사용하거나, 진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만들어 사용하

다.(표1) 

2.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과거 종합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

는 의사 중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방사선과, 병리과 등의 임상 과와 

생릭학과, 약리학과 등의 기초과 제외)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 소재의 대학

부속병원과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의 시 지역 대학부속병원 이외의 종합병

원의 수련의 및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 군 병원 군의관, 서울 지역 및 충

청도 시 지역의 봉직의와 개원를 대상으로 하 고, 봉직의의 경우 교육기

관인 의과대학 수련병원의 봉직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설문지는 A4용지 총 14면 분량으로 작성하는 데에는 10분에서 15분이 

소요되었으며, 인쇄된 설문지 120부를 배포하여 78%인 93부가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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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수

해당 사례의 문항 1의 경우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0점, 그렇지 않은 경우를 1점으로 하여 응

답자 별로 9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실천도 점수’를 정의하 으며, 설명‧

동의의무를 실천한 응답자 수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실천율’로 정

의하 다. 문항 2의 경우 응답자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이 법

적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를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하여 응답자 

별로 18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지식도 점수’를 정의하 으며, 법적 판단

이 법적 기준과 일치하는 응답자 수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정답률’

로 정의하 다. 문항 3에서 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은 경우, 학회,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등의 강좌를 통하여 혹은 의사협회지나 각종 학회지 등의 잡

지나 교육 자료를 통하여 교육 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경우 및 주위 사람이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해당 사례의 법

적 기준에 관하여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1점, 교육받거나 접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0점으로 하여 ‘교육도 점수’를 정의하 으며,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는 응답자 수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교육률’로 정의하 다.

설문 응답자의 직업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합쳐 ‘수련의’로 정의하

으며, 전체 응답자를 수련의,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의 세 군으로 나

누어 분석하 다.

공제회 10년 보고서(대한의학협회, 1991)의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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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및 진료과목별 의료사고 접수 현황(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 1995)을 

이용하여 의료사고 발생 건수 상위 6개과인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일

반외과, 신경외과, 소아과를 의료사고다발과로 그 이외의 과를 의료사고비 

다발과로 분류하 다.

4. 분석방법

SPSS(ver. 10.0)를 이용하여 직업군에 따른 실천율, 정답률, 교육률의 분석

은 2×3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의료사고다발과 및 비다발과에 

따른 분석은 2×2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 으며, 실천도 점수 및 지식도 점

수의 직업군별 비교는 분산분석(ANOVA test)을 실천율, 정답률, 교육률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2×2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P 값

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 으며 0.1이하인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경향이 있음으로 분석하 다. 



- 13 -

III. 연구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표2.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단위) 평균(SD) 혹은 수(%)

나이(세) 전체 33.0(±6.15)

수련의 28.1(±2.80)

군의관 32.4(±1.44)

봉직의 및 개원의 40.4(±6.34)

성(명) 여자 16(17.2)

(n=93) 남자 77(82.8)

직업군(명) 수련의 33(35)

(n=93) 군의관 35(38)

봉직의 및 개원의 25(27)

전공과(명) 의료분쟁다발과 31(33.3)

(n=78) 내과 9(9.7)

외과 6(6.5)

정형외과 5(5.4)

산부인과 4(4.3)

신경외과 4(4.3)

소아과 3(3.2)

의료분쟁비다발과 47(50.5)

가정의학과 17(18.3)

이비인후과 6(6.5)

비뇨기과 5(5.4)

안과 4(4.3)

치과 3(3.2)

정신과 3(3.2)

신경과 2(2.2)

피부과 2(2.2)

마취통증의학과 2(2.2)

성형외과 1(1.1)

응급의학과 1(1.1)

산업의학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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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답자는 93명으로 남자 77명, 여자 16명이 으며, 직업군별로는 수

련의가 33명(35%), 군의관 35명(38%), 봉직의 11명(12%) 및 개원의가 14

명(15%)이었다. 직업군별 평균 연령은 수련의 28.1(±2.80)세, 군의관 32.4 

(±1.44)세, 봉직의 및 개원의 40.4(±6.34)세 이었다. 의료분쟁다발과는 31명

(33%), 의료분쟁비다발과는 47명(51%)이었고 전공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턴의 경우 15명(16%)이었다.(표2)

2.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경험, 의사의 법적 판단, 교육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경험, 의사의 법적 판단, 교육에 관한 각 문항

별 응답결과는 표 3과 같으며 경험 및 법적 판단에 대한 분석은 고찰에 자

세히 논하기로 하며, 여기에는 교육률에 관한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25

개 전체 사례의 평균 교육률은 19.7%로 매우 낮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어떠한 결과 발

생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의 법적 효력’, ‘설명한 

내용에 관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의 두 사례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0%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으나, 

‘주치 의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주치 의사 이외의 다른 의사가 설명을 대신한 

경우’, ‘환자에게 의사가 설득하여 검사, 처치, 수술을 받게 한 후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설득한 사실이 법적인 문제가 되나’, ‘교과서적으로 예측하기 어

려운 결과의 발생에 관한 설명의 의무’, ‘자기 병원의 치료 성적 또는 경험의 

정도가 낮을 때 이에 관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  ‘인터넷 상담 또는 개인적

인 건강상담의 설명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관하

여는 교육 받거나 접해본 경험이 10%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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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경험, 의사의 법적 판단, 교육 

각 사례의 내용은 9면의 표1 참조.

* 전체의 응답자 수는 93명 이었으며,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분석하 다.

경험

명(%)

법적 판단

명(%)

교육

명(%)

표본 

수* 있다 없다
표본 

수* 문제 있다 문제 없다
표본 

수*

교육 경험 

있음

사례 1 92 61(66.3) 31(33.7) 92 80(87.0) 12(13.0) 92 35(38.0)

사례 2 92 66(71.7) 26(28.3) 93 47(50.5) 46(49.5) 93 12(12.9)

사례 3 93 69(74.2) 24(25.8) 93 46(49.5) 47(50.5) 93 9(9.7)

사례 4 91 44(48.4) 47(51.6) 92 80(87.0) 12(13.0) 93 15(16.1)

사례 5 93 61(65.6) 32(34.4) 93 56(60.2) 37(39.8) 93 19(20.4)

사례 6 93 79(86.8) 12(13.2) 93 70(75.3) 23(24.7) 93 38(40.9)

사례 7 93 47(50.5) 46(49.5) 92 82(89.1) 10(10.9) 93 24(25.8)

사례 8 93 52(55.9) 41(44.1) 92 84(91.3) 8(8.7) 93 31(33.3)

사례 9 92 71(77.2) 21(22.8) 92 22(23.9) 70(76.1) 92 12(13.0)

사례 10 92 71(77.2) 21(22.8) 92 58(63.0) 34(37.0) 92 16(17.4)

사례 11 93 60(64.5) 33(35.5) 93 81(87.1) 12(12.9) 93 24(25.8)

사례 12 93 71(76.3) 22(23.7) 93 58(62.4) 35(37.6) 93 10(10.8)

사례 13 93 68(73.1) 25(26.9) 91 72(79.1) 19(20.9) 93 33(35.5)

사례 14 93 40(43.0) 53(57.0) 93 53(57.0) 40(43.0) 93 16(17.2)

사례 15 93 55(59.1) 38(40.9) 93 58(62.4) 35(37.6) 93 21(22.6)

사례 16 93 77(82.8) 16(17.2) 93 36(38.7) 57(61.3) 93 7(7.5)

사례 17 91 78(85.7) 13(14.3) 93 30(32.3) 63(67.7) 93 20(21.5)

사례 18 93 86(92.5) 7(7.5) 93 83(89.2) 10(10.8) 93 46(49.5)

사례 19 93 25(26.9) 68(73.1) 90 82(91.1) 8(8.9) 93 18(19.4)

사례 20 93 35(37.6) 58(62.4) 93 47(50.5) 46(49.5) 93 18(19.4)

사례 21 92 66(71.7) 26(28.3) 93 56(60.2) 37(39.8) 93 20(21.5)

사례 22 92 48(52.2) 44(47.8) 93 37(39.8) 56(60.2) 93 8(8.6)

사례 23 93 46(49.5) 47(50.5) 93 51(54.8) 42(45.2) 93 5(5.4)

사례 24 93 52(55.9) 41(44.1) 92 31(33.7) 61(66.3) 93 7(7.5)

사례 25 93 82(88.2) 11(11.8) 93 17(18.3) 76(81.7) 93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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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율, 실천도 점수

 3-1. 실천율, 실천도 점수

각 사례 중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백한 사례 1, 4, 5, 7, 

11, 12, 13, 15, 18의 9개 사례에 대하여 직업별 및 의료사고다발과와 비다

발과별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율 및 실천도 점수를 분석하 다.

 

 3-2. 직업군별 실천율, 실천도 점수 

‘환자 및 보호자가 의학적으로 옳지 못한 결정을 한 경우 집요하게 설

득하지 아니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뜻대로 결정을 하게 한 경험’을 묻는 의

사의 설득 의무에 관련된 사례에서 설득의무에 관한 실천율은 수련의가 

60.6%, 군의관 28.6%, 봉직의 및 개원의 32.0%로 수련의의 경우 환자 및 보

호자의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 집요한 설득을 한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P=0.016),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을 하 으나 필요한 내용을 차트에 남기지 못한 경험’에 관한 사례에서

의 실천율 역시 수련의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4). 또한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대신 미리 만들어 놓은 설명지

를 이용하여 설명한 경험’, ‘검사, 처치, 수술 등에 있어 다른 의사 혹은 다

른 의료기관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험’, ‘발생할 합병증이 

심각하기는 하나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 설명을 생략한 경험’의 사

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1), 수련의의 경우 군의관이

나 봉직의 및 개원의에 비하여 실천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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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직업군별 실천율 및 실천도 점수

                                                                  (n=93)
*

각 사례의 내용은 9면의 표1 참조.

* 사례 1의 n=92, 사례 4의 n=91

** P<0.05(by ANOVA)

a, b : Scheffe's test에 의하여 같은 문자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직업군별 실천도 점수의 평균은 수련의의 경우 3.8(±2.87)점으로 군의

관의 2.9(±1.87)점, 봉직의 및 개원의의 2.4(±1.31)점에 비하여 높았으며 수

련의와 봉직의 및 개원의 간의 실천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P<0.05)

각 사례별 분석을 통한 실천율과 실천도 점수에 대한 직업별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에 있어 수련의 집단이 군의관이나 봉

직의 및 개원의 집단 보다 높은 실천율 및 실천도 점수를 보여 설명‧동의

의무를 해태한 경험이 수련의에 비하여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에서 의미 

있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수련의

%(명)

군의관

%(명)

봉직의 및 

개원의%(명)

평균

%(명)
P 값

사례 1 21.9(7) 34.3(12) 48.0(12) 33.7(31) 0.117

사례 4 54.5(18) 60.0(21) 34.8(8) 51.6(47) 0.157

사례 5 45.5(15) 20.0(7) 40.0(10) 34.4(32) 0.069

사례 7 51.5(17) 57.1(20) 36.0(9) 49.5(46) 0.260

사례 11 45.5(15) 40.0(14) 16.0(4) 35.5(33) 0.053

사례 12 36.4(12) 20.2(7) 12.0(3) 23.7(22) 0.078

사례 13 39.4(13) 22.9(8) 16.0(4) 26.9(25) 0.110

사례 15 60.6(20) 28.6(10) 32.0(8) 40.9(38) 0.016

사례 18 18.8(6) 2.9(1) 0(0) 7.5(7) 0.014

실천도 점수 3.8±2.87
a**

2.9±1.87
a

2.4±1.31
b

3.1±2.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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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의료사고다발과 및 비다발과별 실천율 및 실천도 점수

위의 직업군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사고다발과와 의료사고비다

발과별로 실천율 및 실천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

자에 대한 설명을 간호사에게 대신 시킨 경우’에 대한 사례에서의 실천율

은 의료사고비다발과의 경우 58.7%로 의료사고다발과의 26.7%보다 통계적

으로 의미 있게 높았으나, 다른 사례에서는 의료사고다발과와 비다발과에 

사이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천도 점수의 전체 평균에 있어서도 의료사고다발과가 

2.7(±1.98)점, 의료사고비다발과가 2.7(±1.70)점으로 서로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정답률, 지식도 점수

 4-1. 정답률, 지식도 점수

각 사례 중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백한 사례 1에서 사

례 18까지의 2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각 사례에 대한 직업군별, 

의료사고다발과 및 비다발과별 정답률 및 지식도 점수를 분석하 다.

 

4-2. 직업군별 정답률, 지식도 점수

‘어떠한 결과 발생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로 동

의를 받은 경우의 법적인 효력이 있겠는가.’의 사례는 봉직의 및 개원의가 

군의관보다, 군의관의 경우 수련의 보다 정답률이 높았으며, ‘가정적 승낙

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의 설명‧동의 과정 없이 처치, 검사, 수술을 시

행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겠는가.’를 묻는 사례의 경우 군의관이 봉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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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원의 보다, 개원의 및 봉직의가 수련의 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하지만 이외의 16개 문항에서는 직업군 

간의 정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5)

표 5. 직업군별 정답률 및 지식도 점수 

                                                                    (n=93)*

각 사례의 내용은 9면의 표1 참조.

* 사례 1, 4, 7, 8, 9, 10 의 n=92, 사례 13의 n=91

수련의

%(명)

군의관

%(명)

봉직의 및 

개원의%명)
평균 P 값

사례 1 84.4(27) 82.9(29) 96.0(24) 87.0(80) 0.285

사례 2 39.413) 51.4(18) 60.0(15) 49.5(46) 0.286

사례 3 42.4(14) 60.0(21) 48.0(12) 50.5(47) 0.335

사례 4 84.8(28) 94.3(33) 79.2(19) 87.0(80) 0.215

사례 5 51.5(17) 65.7(23) 64.0(16) 60.2(56) 0.442

사례 6 60.6(20) 80.0(28) 88.0(22) 75.3(70) 0.041

사례 7 78.1(25) 100.0(35) 88.0(22) 89.1(82) 0.016

사례 8 15.6(5) 2.9(1) 8.0(2) 8.7(8) 0.178

사례 9 81.3(26) 82.9(29) 60.0(15) 76.1(70) 0.086

사례 10 59.4(19) 68.6(24) 60.0(15) 63.0(58) 0.690

사례 11 81.8(27) 85.7(30) 96.0(24) 87.1(81) 0.267

사례 12 75.8(25) 54.3(19) 56.0(14) 62.4(58) 0.140

사례 13 78.1(25) 85.7(30) 70.8(17) 79.1(72) 0.379

사례 14 54.5(18) 54.3(19) 64.0(16) 57.0(53) 0.710

사례 15 57.6(19) 60.0(21) 72.0(18) 62.4(58) 0.498

사례 16 54.5(18) 71.4(25) 56.0(14) 61.3(57) 0.295

사례 17 69.7(23) 65.7(23) 68.0(17) 67.7(63) 0.940

사례 18 90.9(30) 88.6(31) 88.0(22) 89.2(83) 0.927

지식도 

점수
11.6±2.80 12.5±2.13 12.3±1.79 12.1±2.3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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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도 점수에 있어서 군의관이 12.5(±2.13)점, 봉직의 및 개원의가 

12.3(±1.79)점으로 전문의의 경우 수련의 11.6(±2.80)점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3. 의료사고다발과 및 비다발과별 정답률 및 지식도 점수

의료사고 다발과와 의료사고 비다발과의 사례별 정답률 및 지식도 점

수에 관한 분석에서 ‘의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설명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겠는가.’의 사례에서 의료사고다발과가 

64.5%로 의료사고비다발과의 42.6%에 비하여 정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8), 그 이외의 사례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의 정답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식도 점수에 있어

서도 의료사고다발과의 평균이 12.4(±1.40)점으로 의료사고비다발과의 평균 

12.4(±2.41)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교육

 5-1. 직업군별 교육도 점수

25점 만점으로 분석한 교육도 점수에 있어 수련의의 경우 교육도 점수

의 평균이 3.66(±4.51)점으로 군의관의 5.43(±5.64)점 보다 낮았으며, 군의관

의 경우 봉직의 및 개원의의 6.76(±5.42)점 보다 낮아 진료 현장에서의 경

험이 많아질수록 교육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P<0.1)(표6) 한편 

전체의 교육률의 평균이 19.7%로 매우 낮아 각 사례별 직업군 또는 의료

사고다발과 및 비다발과에 따른 교육률의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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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직업군별 교육도 점수

                                                                 (n=93)

 5-2. 교육의 종류별 빈도 분석

교육을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 을 때 의과대학의 교육이 40.1%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주변의 사람이나 언론 매체를 통

한 경우와 강좌 등을 통하여 교육 받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흔하 으나, 

의학 잡지 또는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표7)

표7. 설명‧동의의무의 의료법학적 내용에 대한 교육의 종류

6. 정답률과 교육률과의 관계

법적 판단이 옳은 경우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

상자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법적 판단이 옳지 않은 경우 교육 받은 경험

이 있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의 분석을 통

하여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정답률과 교육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8)

수련의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

평균 P 값

교육도 
점수

3.66(±4.51) 5.43(±5.64) 6.76(±5.84) 5.17(±5.42) 0.093

교육의 종류 빈도 (%)

의과대학 40.1

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등의 강좌 23.0

의사협회지, 각과 학회지 등의 의학 잡지 2.7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자습 3.7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언론매체)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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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정답률과 교육률과의 관계

                                                                  (n=93)*

각 사례의 내용은 9면의 표1 참조.

* 사례 1, 4, 7, 8, 9, 10 의 n=92, 사례 13의 n=91

법적 판단
교육(명, %) 전체

(명, %)
p 값

받음 받지 않음

사례 1
옳음 34(97.1) 46(80.7) 80(87.0)

0.026
옳지 않음 1(2.9) 11(19.3) 12(13.0)

사례 2
옳음 6(50.0) 40(49.4) 46(49.5)

0.968
옳지 않음 6(50.0) 41(50.6) 47(50.5)

사례 3
옳음 4(44.4) 43(51.2) 47(50.5)

0.740
옳지 않음 5(55.6) 41(48.8) 46(49.5)

사례 4
옳음 13(92.9) 67(85.9) 80(87.0)

0.684
옳지 않음 1(7.1) 11(14.1) 12(13.0)

사례 5
옳음 17(89.5) 39(52.7) 56(60.2)

0.000
옳지 않음 2(10.5) 35(47.3) 37(39.8)

사례 6
옳음 32(84.2) 38(69.1) 70(75.3)

0.097
옳지 않음 6(15.8) 17(30.9) 23(24.7)

사례 7
옳음 24(100.0) 58(85.3) 82(89.1)

0.058
옳지 않음 10(14.7) 10(10.9)

사례 8
옳음 1(3.2) 7(11.5) 8(8.7)

0.259
옳지 않음 30(96.8) 54(88.5) 84(91.3)

사례 9
옳음 7(58.3) 63(78.8) 70(76.1)

0.150
옳지 않음 5(41.7) 17(21.3) 22(23.9)

사례 10
옳음 13(81.3) 45(59.2) 58(63.0)

0.097
옳지 않음 3(18.8) 31(40.8) 34(37.0)

사례 11
옳음 23(95.8) 58(84.1) 81(87.1)

0.176
옳지 않음 1(4.2) 11(15.9) 12(12.9)

사례 12
옳음 8(80.0) 50(60.2) 58(62.4)

0.310
옳지 않음 2(20.0) 33(39.8) 35(37.6)

사례 13
옳음 29(90.6) 43(72.9) 72(79.1)

0.047
옳지 않음 3(9.4) 16(27.1) 19(20.9)

사례 14
옳음 11(68.8) 42(54.5) 53(57.0)

0.296
옳지 않음 5(31.3) 35(45.5) 40(43.0)

사례 15
옳음 19(90.5) 39(54.2) 58(62.4)

0.030
옳지 않음 2(9.5) 33(45.8) 35(37.6)

사례 16
옳음 3(42.9) 54(62.8) 57(61.3)

0.424
옳지 않음 4(57.1) 32(37.2) 36(38.7)

사례 17
옳음 6(30.0) 57(78.1) 63(67.7)

0.000
옳지 않음 14(70.0) 16(21.9) 30(32.3)

사례 18
옳음 45(97.8) 38(80.9) 83(89.2)

0.015
옳지 않음 1(2.2) 9(19.1) 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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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신 보호자에게만 검사, 처치,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구두 설명을 대신하여 설명지를 이용하여 설명한 경우’, ‘의학적 문제 이외

의 부수적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 ‘집요한 설득 없이 환자 및 

보호자의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대로 결정 한 경우’, ‘설명한 내용을 의

무기록에 남기지 못한 경우’의 5개 사례의 정답자 중 교육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어

떠한 결과 발생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의 법적

인 효력’, ‘가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의 설명‧동의 과정이 없었

던 경우’, ‘일반적 수준의 환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설명

을 생략한 경우’의 3개 사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P<0.1) 정답자 중 교육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

하여 많은 경향을 보 다. 하지만 ‘환자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거부한 경우’의 사례에서는 정답자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

의 비율이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아 정답

률과 교육률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사례들과 반대의 경향을 보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대상이 되었던 18개 사례에 대한 정답자 

중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많았던 경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사례가 5개 사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사례가 3개 사례 이었으며 결론적으로 교육률과 정답률 사이

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실천율과 정답률과의 관계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한 사람들 중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을 



- 24 -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 및 설명‧동의의무를 실

천하지 못한 사람들 중 법적 기준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율과 정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9)

표9. 실천율과 정답률과의 관계

                                                                  (n=93)
*

각 사례의 내용은 9면의 표1 참조.

* 문항 1, 7의 n=92, 문항 4, 13의 n=91

‘간호사가 대신 설명한 경우’의 사례에 있어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한 응

답자 중 옳은 법적 판단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 실천율과 정답률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 다. 또한 ‘구두 설명을 대신하여 설명지

를 이용하여 설명한 경우’의 사례에서는 실천율과 정답률 사이에 관련성 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두 가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실천

실천
법적 판단(명, %) 전체

(명, %)
p 값

옳음 옳지 않음

사례 1
함 28(35.0) 3(25.0) 31(33.7)

0.745
못함 52(65.0) 9(75.0) 61(66.3)

사례 4
함 45(57.0) 2(16.7) 47(51.6)

0.009
못함 34(43.0) 10(83.3) 44(48.4)

사례 5
함 23(41.1) 9(24.3) 32(34.4)

0.096
못함 33(58.9) 28(75.7) 61(65.6)

사례 7
함 41(50.0) 5(50.0) 46(50.0)

1.000
못함 41(50.0) 5(50.0) 46(50.0)

사례 11
함 30(37.0) 3(25.0) 33(35.5)

0.529
못함 51(63.0) 9(75.0) 60(64.5)

사례 12
함 16(27.6) 6(17.1) 22(23.7)

0.251
못함 42(72.4) 29(82.9) 71(76.3)

사례 13
함 19(26.4) 4(21.1) 23(25.3)

0.772
못함 53(73.6) 15(78.9) 68(74.7)

사례 15
함 27(46.6) 11(31.4) 38(40.9)

0.151
못함 31(53.4) 24(68.6) 55(59.1)

사례 18
함 5(6.0) 2(20.0) 7(7.5)

0.163
못함 78(94.0) 8(80.0) 8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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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정답률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소수의 문항에

서 실천율과 정답률 사이의 관련성이 관찰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특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8. 실천율과 교육률과의 관계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한 응답자 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실천율과 교육률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표10) 

표10. 실천율과 교육률과의 관계

                                                                  (n=93)*

각 사례의 내용은 9면의 표1 참조.

* 문항 1의 n=92, 문항 4의 n=91

실천
교육(명, %) 전체

(명, %)
p 값

받음 받지 못함

사례 1
함 12(34.3) 19(33.3) 31(33.7)

0.925
못함 23(65.7) 38(66.7) 61(66.3)

사례 4
함 10(71.4) 37(48.1) 47(51.6)

0.107
못함 4(28.6) 40(51.9) 44(48.4)

사례 5
함 5(26.3) 27(36.5) 32(34.4)

0.405
못함 14(73.7) 47(63.5) 61(65.6)

사례 7
함 12(50.0) 34(49.3) 46(49.5)

0.951
못함 12(50.0) 35(50.7) 47(50.5)

사례 11
함 9(37.5) 24(34.8) 33(35.5)

0.811
못함 15(62.5) 45(65.2) 60(64.5)

사례 12
함 2(20.0) 20(24.1) 22(23.7)

1.000
못함 8(80.0) 63(75.9) 71(76.3)

사례 13
함 6(18.2) 19(31.7) 25(26.9)

0.160
못함 27(81.8) 41(68.3) 68(73.1)

사례 15
함 7(33.3) 31(43.1) 38(40.9)

0.425
못함 14(66.7) 41(56.9) 55(59.1)

사례 18
함 1(2.2) 6(12.8) 7(7.5)

0.111
못함 45(97.8) 41(87.2) 8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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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이 된 9개의 사례에서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하는 것과 이전

에 교육을 받았는지 사이에는 단 한 사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을 찾아볼 수가 없어 설명‧동의의 실천과 이전에 이와 관련된 의료법학적 

교육을 받았는지 사이에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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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1. 설문 개발과 조사의 과정

기존의 연구, 판례, 임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사

례를 정리하여 각 사례에 대한 경험, 의사들의 법적 판단, 교육의 경험 및 

교육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을 구성하 다.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실제 임상에서 흔하게 경험하거나 혹은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설명‧동의의

무에 관련된 사례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인터뷰조사나 개방형의 질문을 

이용하여 의사 개개인에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떠한 설명 행위들을 경험

하고 있으며, 법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사례 발견을 

위하여 더욱 적절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인터뷰조사나 개방형의 질문을 

이용하여 많은 수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방법인 까닭에 인터뷰조사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설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사례를 미리 제시한 후 

이러한 사례를 경험했는지 묻는 방법으로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사례의 

경험을 조사하 다. 

전체의 설문이 25사례, 75문항의 A4용지 14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작성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짧지 않은 분량이어서 대부분의 의

사들이 업무가 많고 설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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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응답자 중 군의관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의사사회 

전체의 특성을 대변하는 대표성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군의관 집단의 특

성상 전문의 자격이 있으나 봉직의나 개원의와 같은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집단으로 연령, 진료에 대한 경험, 의사로서의 경력 면에서 수련의 집

단과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직업군별 분석에 있어 수련의 집단 및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과 구분하여 

독립된 집단으로 분석하 고 분석 결과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도 점수

는 수련의 집단과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 사이의 중간 점수를 보 으며, 

지식도 점수에 있어서는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의사의 판단, 설명‧동의

의무와 관련된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

 2-1. 설명의 의무자

현대 의료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한 명의 환자의 진료에 여러 명의 의사

가 관여된다는 점이다. 특히 종합 병원의 경우 여러 전문과가 공존하고 있

으며 환자의 임상 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그 외의 특수 검사 등 많은 검

사가 이루어지고, 진료과목이 세분화 되어 있어 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의사를 거치게 됨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공동 진료의 

경우 설명‧동의의무는 과연 어느 의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

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1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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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의 의뢰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처치의사 이외의 의사가 대신 설명을 한 경험이나 주치의사 개인 사

유로 주치의사 이외의 의사가 대신 설명을 한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전자의 경우 

50.5%, 후자의 경우에는 49.5%의 의사가 처치 의사나 주치 의사 이외의 

의사가 대신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하여 응답자들의 법

적 판단이 “처치 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기존의 법적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설명의 의무자’에 

대한 법리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 다. 응답의 결과로 볼 때 상당수의 의사

들이 환자를 직접 처치한 의사 혹은 주치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을 하

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설명을 해당 의사가 직접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명을 간호사 혹은 의사 이외의 기타의 보건의료인이 대신 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48.4%가 간호사에게 대신 설명을 시킨 경험이 있

었으며, 87.9%는 간호사에게 대신 설명을 시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

고 응답하 다. 의사 이외의 간호사나 기타 보건의료인의 설명 행위에 관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사의 설명도 치료행위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는 이유로 의사만이 설명의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으며, 외국의 경우 이와 연관된 판례로는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또

는 환자가 특히 자신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문 등을 하

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상대자로서는 의사밖에 찾을 수 

1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판결.



- 30 -

없기 때문”을 이유로 설명 의무는 반드시 의사만이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13).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사례는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정답률과 실천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결

국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법리의 이해부족이 

간호사에게 설명을 대신 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사 

등의 기타 보건의료인이 의사의 설명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의사들에게 지속

적으로 강조하여 교육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의료사고다발과의 경우 의료

사고비다발과에 비해 설명을 간호사에게 대신 시키는 경우가 의미 있게 많

아 이러한 의사의 행태가 대체로 의료사고다발과의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

는 상황이 흔하기 때문인지 혹은 중요성이 낮은 문제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설명을 대신 시켜도 괜찮다는 의사들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지 또는 이러

한 경험을 보이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러한 진료과별 행태의 차이가 의료분쟁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겠다.

 2-2. 설명의 수령자

의사의 설명의 상대 혹은 승낙의 대상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척에 불과한 시숙의 승낙으

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밝힘으로써 설

명의 상대 혹은 승낙의 대상은 당연히 환자 자신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14). 이 연구에서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만 검사, 처치, 수술에 관한 설

13) Kammerericht. 1979, 260면. 박일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재판자료 27집, 

1985, 164면 재인용.

1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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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87.0%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와는 상반되게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66.3%가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내 임

상 현장에서는 환자 자신보다 보호자의 결정이 의학적 결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하나의 의료 관행이며, 진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

담을 보호자가 떠맡으며, 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의 주체 역시 보호자라

는 현실적 이유로 보호자의 의견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으로 보여 진다15). 하지만 근래의 높은 이혼율, 개인 사생활이 중요시 되는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족의 결정이 반드시 환자 자신의 결정

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 사료되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환자 자신을 배제한 가족의 동의는 

더욱 그 문제가 크다. 

그러나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불능자인 경우 즉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이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등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이 환자를 대신하여 설명을 듣고 승낙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

(91.1%)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환자의 뜻에 따라 검사, 처치, 수

술 등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미성년자인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

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 중 미성년자의 예로 ‘고등학생’의 경우

를 제시했으나 응답자들이 이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응답 하 는가에 대하

여는 알 수 없다. 설명‧동의의무에 관련한 미성년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15) 한국 의료윤리 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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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등학생 정도의 연령인 경우 좀 더 주의 깊은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

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의 미성년의 기준은 다른 법에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국에서는 1969년 가족법개

정법률 중에서 의료에 관한 승낙을 위하여 미성년의 개념을 일반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는 특별규정을 두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의 승낙에 관

해서는 16세 이상의 자는 완전한 성년자로서 취급받게 되었으며, 이 법률

의 제정 배경에는 부모 곁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젊은이의 증가와 출산 혹

은 임신중절 때문에 병원을 출입하는 소녀의 증가, 의료의 특수성 상 사안

의 긴급성과 부단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 등을 들어 의료에 있어서의 성

년의 연령을 저하시킨 원인을 들고 있다16). 이는 30여 년 전의 외국의 사

례라 하겠으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매우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자의 경우 이들이 단독으로 검

사, 처치, 수술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 및 결정에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보며, 이 경

우 미성년자라도 환자 자신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미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긴

급한 처치가 아닌 문제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반대할 수 있다17).    

 2-3. 승낙의 거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고유한 권리이므로 환자가 의료처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환자의 완전한 정신상태 아래에서 명시적이고 진지하게 

16) Family Law Reform act. 박일환. 앞의 . 177면 재인용. 

17)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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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인 한 의사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18). 본 연구에서 ‘종교적 신

념 등으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 경험이 있나.’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

(85.7%)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경우 의사의 법적인 책임

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답하 으나 법적 책임

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2.3%가 되었다. 이러한 치료거부환자에 대한 설

명의무에 대하여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그에 따른 위

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험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치료를 거부한다면 환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미법상의 

‘Informed Refusal’로서 의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다.”19)고 법

률가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의 거부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처치를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보호자 등이 거부하는 경우와 같은 본인의 판단이 없

는 경우의 치료 거부이며,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수혈거부사건에 대하여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

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 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

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때 사리를 변식

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

하 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수혈거부행위가 위법한 점에 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처치를 친권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20). 본 

18) 박일환. 앞의 . 178면.

19) 김태봉. 의사의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민사법연구 제4집 호남민사법연구회, 1995,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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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응급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모가 치

료 등을 거부한 경험’에 대하여 37.6%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이 경

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50.5%로 친권자의 치료 

거부에 대하여 이를 설득하여 치료받은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

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약 반 수에서 있었으며, 반

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그 처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를 인정한 사례인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21)과 같은 환자의 뜻과는 무관한 

보호자에 의한 치료 중단이라는 문제에서 의사들의 법적‧윤리적 갈등이 큼

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한 치료거부

의 문제에 있어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률문제로 법관이 판단하여 결정하

게 될 문제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현

재의 의료현실과 의사들의 판단을 고려한 법률가들의 숙고가 필요하다 여

겨진다.

 2-4. 설명의 방법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자유의사로 승낙

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하여 의사와 병원 당국에 하등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 한다는 내용의 부동문

20)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판결.

21)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중지 요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진정한 의

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오인하여 의료행위를 중지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환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 다. 서울남부 1998. 05.  선고 98고합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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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초래할 수 있

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 다고 볼 수 없다.”라는 

법원 판결22)에서와 같이 그 내용이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설명‧동

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86.8%가 이러한 수

술동의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75.3%가 이러한 수술동의서는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답하여 많은 의사들이 위와 같은 형식의 동의서가 

별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진료현장에서 이러한 동의서를 이

용한 수술동의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23). 위와 같은 형식적인 수술, 처치 

동의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설명‧동의서식의 사용을 주장했던 한 

연구24)에서는 진료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설명‧동의서식의 제공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한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표준

설명‧동의서식이 서로 다른 치료방법과 서로 다른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할 것인지, 후에 법원이 이를 유효한 설명‧동의의 

증거자료로 채택할 것인지, 일단 만들어지고 인쇄되어 있는 내용에 어떻게 

변화하는 치료 및 질병의 내용을 포함해 나갈 것인지 등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22) 1994. 9. 3. 선고 99다10479판결.

23) 실제로 저자 본인이 수련의로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의 빈 공

간이나 지면의 뒷면을 이용하여 수술 명, 수술 방법, 수술의 합병증 및 기타의 주의사항 등

에 관하여 필요한 그림과 내용을 적어가며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 후 환자 및 보호

자의 서명을 인쇄되어 있는 서명 난에 받았다. 외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련과정에서 이러

한 동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동의서를 받는 것 또한 수련의 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

다.

24) 안귀옥. 설명동의서식의 표준화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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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명의 방법에 관한 다른 사례로 ‘구두로 설명하는 대신 미

리 만들어 놓은 설명지25)를 이용하여 설명 한 경험이 있나.’의 질문에 있어 

응답자의 65.6%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응답자의 60.2%는 설명지에 

충분한 내용이 있었으나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하여 의사들의 다수는 설명지가 구두의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설명지의 경우 짧은 진료시간에 설

명되어지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환자가 이후 여유를 가지고 읽어볼 수 있

으며,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기억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구두의 

설명이 없이 설명지만 나누어 준 경우 환자가 이를 진지하게 읽어보고 숙

지하 는지 알 수 없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던 간호사가 의사의 설명을 대

신 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설명지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당

시의 궁금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의사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대부분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설명은 그 형식에 아무런 제한 없

이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정보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서면을 이용한 설명‧동의가 구두의 그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서면으로 설명‧동의를 받은 경

우 후에 환자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 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반론하

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면에 의한 설명‧동

25)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설명‧동의서식과는 별개의 것으로 진료현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설명, 치료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미리 인쇄되어 있는 자료들을 환자들에

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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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경우 구두 설명을 보충하는 자료로서(설명을 하 음에 대한 증거, 환

자에게 추가의 자료를 제공하여 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다는 자료

로서의 의미) 활용가치가 크며, 원칙적으로 구두 설명이 가장 좋은 방법임

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하겠다26).  

 2-5. 설명의 대상과 범위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

용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

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

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27).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발생가능

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이 면제될 수 없다.’고 응답하 으나 응답자의 

64.5%는 이와 같은 중대하지만 발생빈도가 낮은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

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중대하거

나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

하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는 없으나 환자에게 공연한 걱정을 주지 않

기 위해서28), 의사 스스로 발생빈도가 낮다는 사실로 인하여 설명의 중요

26) “의사의 설명은 그 형식에 아무런 제한 없이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가장 

적절한 설명 방법은 의사가 환자와의 설명, 대화 또는 문답식 설명을 통하여 알기 쉽고 환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료

법학회, 보건의료법학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7면) ; “기본이 되는 것은 말에 의한 방법이

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구두로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도 되는 경우는 있지만, 서면 

상으로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충분한 경우는 없다.”(유호종.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

와 설명 동의서의 구비요건, 의료‧윤리‧교육 2001;제5권 제1호).

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판결.

28) 실제로 한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한 소아 환자의 보호자

가 병원에 방문 시 의사가 자녀의 증상에 대하여 ‘가능성은 드물지만 다른 심각한 병(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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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망각하거나 또는 실제로 합병증이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겠지 하는 

자만함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환자가 수술 등 중대한 치료

를 결정하는데 있어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중대하거나 치명적인 합병증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가능성의 고려는 진정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차원에서 의사들은 사실을 서슴지 않고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

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 공연한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임을 주지시키고 설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교육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는 “진료계약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위험성이 경미한 침해

행위를 제외하고는 담당의사로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병상(病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와 그 내용, 그것에 의하여 생길 것으로 기

대되는 결과 및 그것에 수반하는 위험성, 당해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에 관하

여 환자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9). 본 연구의 대체방법에 관한 사

례에 대한 설문에서 62.4%의 응답자가 ‘대체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답하여 응답자의 3분의 1은 대체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76.3%는 

가능성을 설명하며)의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환자는 실제로 가벼운 

병이었다) ‘보호자에게 지나친 겁을 주었으니 이에 대하여 병이 낫기까지 부모가 걱정하

던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나’하는 질문을 게시한 것을 본 경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중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법적인 면책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볼 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나 의사-환자와의 관

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들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2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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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30). 이와 같이 대체의 방

법에 관한 설명의 경우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가 대체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한 무지가 대체 방법의 설명을 생략하는 이유가 되리라 여겨진

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

회의 확대, 다양한 검사, 치료 기법의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의사들 스스로 

자신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치료 성과나 방법만을 강조하여 설명하

고 대체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후에 환자로 하여금 검사 및 치료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지시

켜 이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해 나가야 하겠다.  

한편 치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

는 경우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9.1% 지만, 이 경우도 응답자의 

73.1%는 이러한 부수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수적 효과에 대한 설명의 예로는 “마취 시행 이후 환자가 자동차를 운전

하려는 경우는 마취로 인하여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

명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사이에 체결되는 진료계약에 따른 의

30) 설문의 한 응답자는 대체방법에 대하여 몰라서 설명하지 못한 경우, 대체방법이 있기는 

하나 아직 공인되지 않은 방법인 경우 등은 대체의 방법을 알면서도 설명을 하지 않은 경

우와 다르지 않나 물어왔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의사가 대체의 방법에 관하여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는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통상의 사려 깊은 의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체방

법에 관한 설명의 중요함은 명백하나 해당 질병 및 치료의 설명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진료

현실에서 대체의 방법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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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31). 따라서 의사들에게 이러한 부수적 

효과에 대한 설명의 생략 또한 후에 설명‧동의의무를 해태한 법적인 문제

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하겠다. 

‘진단상의 과오로 인하여 해당 질병의 진단, 검사, 치료에 관하여 설명

을 받지 못한 경우 비록 치료과정의 과실은 없었으나 의사에게 설명의 의

무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겠는가.’를 묻는 사례에서 응답자의 57%만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고 답하여 응답자의 상당수가 진단상

의 과오로 인하여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의 사항으로 의사의 설

명의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를 보면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채 수술 승낙을 하게 하 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32).

‘교과서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 발생에 대하여 이러한 가능성

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문제가 있겠는가.’

의 사례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주 비전형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은 불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33),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39.8%에서 

교과서 수준에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하여 적지 않은 응답자가 실제로 설명할 

31) 박일환. 앞의 . 168면.

3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710판결. 하지만 이 판례의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

한 과실도 인정되나 이 보다는 진단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욱 큰 문제라 여겨진다.

33) BGH NJW 1981, 633면, OLG stuttgart VersR 1981, 691면. 박일환. 앞의 , 168면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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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문제까지도 법원에서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사들의 태도는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이 진

료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요구된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

되었으리라 여겨지며34) 이는 보건의료법학의 교육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법

적 판단 능력을 길러 줌과 동시에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또한 교육의 중요한 목적임을 시사하는 예라 하겠다.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신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의 성적 또는 경험이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과 현저히 다른 경우 이를 미리 

설명하는가.’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49.5%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

지 않은 경험이 있었으며, 54.8%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답

하 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성공의 가능성은 설명의 대상이 된다.”35)고 말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을 볼 때, 수련의의 경우 자신의 처치 

경험이 다른 의사와 비교하여 부족하다든지, 자신은 이러한 치료에 경험이 

적다든지 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 된

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각한 의료 현실에서 의사 자신이나 자신

이 근무하는 병원에 대하여 치료의 성적이 다른 병원에 비하여 월등히 좋

은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의 성적이나 성공률, 경험 정도 등을 환자에게 솔

34)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대한 무지는 의사들로 하여금 법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의사들의 법률과 법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정 부분 의료행위

와 연관되어 있는 기본적인 법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LeBlang 

TR, Henderson D, Kolm P etc. The impact of legal medicine education on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law. J Med Educ 1985 Apr;60(4):279-87. 

35) BGH NJW 1981, 633면. OLG stuttgart VersR 1981, 691면. 박일환. 앞의 . 168면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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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36). 결국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없어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현실을 반 한 법률가들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겠다.

 2-6. 설득의 의무37)

의사는 적절한 설명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잘못된 자기결정권

을 행사하여 의사의 지시나 치료방침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도 생명을 다

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환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설득하여 올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득의무는 설명

의무를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2차적인 설명의무의 형태를 띤다. 의료행

위와 관련하여 환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만을 기대 할 수 없으며, 특히 

위급한 상황일수록 의학적 내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

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사는 환자가 올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38). 본 연구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학적으로는 

36) 환자가 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병원은 이 질병의 치료에 그리 경험이 많지 않으며, 

성공률도 교과서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극히 소수일 것

이라 여겨지며 결국 이와 같은 설명을 미리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

리라 판단된다.

37) 의사가 원고의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CT검사를 받도록 지시하 으나, 원

고가 이를 거부하고 MRI검사를 요구함에 따라 CT검사를 취소하고 그 다음날 뇌 MRI검사

만을 시행한 사안에서 ‘그 원인이 뇌혈관 질환인 경우 그 예후가 매우 나쁘므로 뇌혈관 질

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뇌CT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뇌혈관을 확인

된 경우 원고를 입원시키고 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 원고를 치료하 어야 

함에도, 의학의 문외한인 원고로부터 뇌CT검사 대신 MRI검사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으로 CT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이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뇌CT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뇌MRI검사만을 실시함으로서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CT검사

를 받아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제15 민사부 2000. 8. 30. 선고 99가합220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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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판단을 한 경우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

는 대로 결정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1가량

(37.6%)은 환자나 보호자의 비의학적 판단에 설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59.1%의 응답자가 이와 같은 경우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환자를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설득해야 하나.’의 문제는 환자를 진료하

는 의사라면 거의 매일 경험하는 갈등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러한 고민은 전문가로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고

민 중의 하나라 여겨지며 이러한 고민의 해답을 정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렵

다. 왜냐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하고 의사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환자의 비

의학적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경우 의사로서는 진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 해태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사례

에 따라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의 의학적 중요성과 긴급성, 치료를 거부함

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환자의 설명에 대한 이해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의사나 환자 모두 결정 당시에 진

지하게 결정하 다면 이들 모두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비의학적인 결정을 환자의 의지에 따라 하게 된 경우 의사는 이

에 관한 의무기록을 충실히 남길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서명, 보호자 및 간호사 등을 통

하여 환자 스스로가 결정하 음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할 수 있

38) 전현희. 의사의 설득의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의자료, 2001. 



- 44 -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자가 결정을 한 일이니 내가 간섭할 바 아니다 

식의 환자의 비의학적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태도는 더욱 

옳지 못함을 의사들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득의무에 관련

된 다른 사례로 제시된 ‘합병증 등을 두려워하여 환자가 결정을 하지 못하

는 경우 설득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나.’에 대하여 응답자의 82.8%가 경험

이 있다고 답하여 의료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를 

설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진료 현장에서는 매우 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임을 알려 환자에게 의사 자신의 의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설

득함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 설명의무 해태의 문제가 있으며, 주

어진 설문 문항에서와 같이 불행히도 후에 악결과가 발생한다 해도 설득을 

하 던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되며, 이 경우 오히려 악 결과 

발생에는 과실 혹은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었나가 중요한 문제가 되리

라 여겨진다.

 2-7. 설명의 생략, 면제

본 연구에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어 치료

에 유익하지 않거나 해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을 생략한 경험이 있나.’

에 대하여 55.9%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설명의 생략이 법

적인 문제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91.3%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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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반수의 응답자에서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의 생략에 대한 경험

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 설명의 생략은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답하 다. 또 다른 사례인 암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진단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71.7%가 

이러한 경험이 있으며, 60.2%가 이 경우 환자에게 진단을 알리지 않은 것

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하 다.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 법률가들은 설

명의 면제, 생략 혹은 설명이 불필요한 경우로 “설명이 심적 부담을 초래

하는 경우”, “설명이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설명이 제3자에게 위험

을 초래하는 경우”, “설명을 받게 되면 환자가 긴급한 의료처치를 거부하

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불안정하거나 심사숙고 하는 형의 환자에게 중

대한 부작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 그 환자가 자신에

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

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사의 진료상특권(Therapeutisches Privileg)이라 하

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9). 또

한 진단 설명에서는 환자의 병명과 병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

여야 하는 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

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는 병상에 관한 설명을 

들은 환자가 이로 인하여 치료에 방해가 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인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40). 하지만 환자

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의 경우 91.3%에서, 암 환자에 대한 설명의 생

략에 있어 60.2%에서 응답자들은 설명의 생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39) 박일환. 앞의 . 173면 이하. 

40) 박종원. 의사의 설명의무. 전북대학교 박사 논문, 2002,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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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여 진료상특권에 의한 설명의 생략에 대한 법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료상특권에 의한 설명의 생략의 경우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이 있어 설명의 생략이 널리 인정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의료분쟁에서의 설명의 해태를 강조한 판

결들은 결과적으로 의사들에게 환자의 심적 부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

든 것을 무자비하게 털어놓고 설명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일명 “과잉

설명”41)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진료상특권에 의한 설명의 생략과 과잉설

명 사이의 경계에 대하여는 개개의 환자 및 치료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할 것이며, 의사, 환자 및 보호자, 법률가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이해 및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진료상특권에 의

한 설명의 생략의 경우에도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여겨지며, 의사 개인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 병원의 윤리위

원회 등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결정에 있어서나 후일 법적인 문제 발생에 

있어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모든 경우에 있어 구체적인 의무기록이 작성되

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설명의 생략에 관한 또 다른 설문 문항으로 ‘환자에 대한 처치, 검사, 

수술에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 더

라도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설명‧동의 없이 이를 시행한 

경험이 있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0.5%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이 경우와 같은 가정적(假定的) 승낙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

41)  박일환. 앞의 .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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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89.2%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 다. 이에 대해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회

복기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치료한 경우에 있어 후에 대퇴골두골저 무

혈성괴사가 발생한 예에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 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 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할 것인 바, 의사입장에서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었다는 사유만

으로 환자인 원고가 위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

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그 투약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

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명백

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가정적 승낙의 불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42). 또 

다른 설문으로 ‘검사, 처치, 수술의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문제에 

관하여 선 승낙을 받은 경험이 있나.’에 대하여 응답자의 77.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이러한 선 승낙을 받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23.9%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하 다43). 이와 같이 설명의 

생략 및 면제에 관한 법리 중 가정적 승낙과 선 승낙에 대한 응답자의 법

적 판단은 상당 부분 법적 판단과 일치하고 있었다. 

‘환자의 수준을 짐작컨대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하여 설명을 생략한 경

험이 있나.’에 대하여 응답자의 77.2%가 설명을 생략한 경험이 있다고 답

하 으며, 이러한 설명의 생략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여 63.0%가 

42)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판결.

43) 선 승낙 또는 선 거부도 환자가 의식 있는 상태 아래서 하 다면 유효하다. 하지만 이

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선 승낙 또는 선 거부가 너무 일찍 이루어져서 새로이 변화된 상황

에도 계속하여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여야 한다. (Deutsch 

NJW 1979, 1905면. 박일환. 앞의 . 166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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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고 답하 다. 이에 대하여 환자가 직업상의 교육과 직무 등으

로 인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은 

완전히 생략되거나 또는 제한된 범위의 것으로 충분하며, 이러한 예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경우에 제왕절개 수술시 발생하는 

의료행위의 경과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며, 또한 환자가 특정한 수술에 대하여 이전에 진료한 의

사로부터 이미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의사

를 찾아온 경우에 의사의 설명은 생략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44).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가 당연히 알 것으로 기대하여 설명을 생략한 

경우 실제로 환자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거나 환자가 이해하지 못

한 경우에는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이 문제가 되리라 여겨지므

로, 결국 환자의 수준 또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설명이 생략될 수 있음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의사 측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자에게 쉽고 

충분한 설명을 시행하는 것이 이 후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태도라 생각된다45).

 2-8. 의무기록

‘구두로는 설명하 으나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한 경험이 있나.’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인 92.5%가 이러한 경험이 있으며, 89.2%가 이러

한 의무 기록의 미작성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답하 다. 이 사례는 설명

44) 안귀옥.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검토. 인천법학논총 3집, 2000.

45) 한편 설명의 수준에 있어서도 의사는 되도록 전문용어를 피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일례로 미국에서는 의사가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하

는 피험자에게 설명을 할 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한

다.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네 원칙. 계축문화사, 1999, 3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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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설명‧동의의무의 입증책임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의사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의사의 처치는 환자의 동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고 따라서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의 여부를 다투는 환

자 측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예외적인 사항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도 있으나,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의료행위의 정당화 사유라고 볼 수는 없

고 의술적 적정성과 의학적 적응성이 의료행위의 정당화의 기초가 되며 동

의는 그 정당화의 한계가 된다는 점에서 설명‧동의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

증책임은 의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 측에서는 설명과 동의

에 대한 문서에 의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의료의 현실인 점에 비추

어 이에 관한 문서화 가능성이 있는 의사측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뿐 아니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환자 측의 입증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설명‧동의의무이론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적절한 설명과 유효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

하지 못하는 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하

고 있다4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의사 스스로가 설명한 내용에 관하여 

의무기록을 남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설문 응답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대부분의의 의사가 인식하

는데 반해서 의무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또한 직업군

별 실천도 비교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수련의 집단에 비해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의 의무기록에 대한 실천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

다. 이를 종합할 때 의무기록을 성실히 남기지 못함은 의무기록의 중요성

46) 김선중, 이경환, 김원호.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동림사, 2003,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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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지 보다는 진료 현장에서의 의무기록의 어려움 혹은 의무기록에 

대한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47).

 2-9.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48)과 ‘진료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

고 지내던 사람 등 친분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상담’에 대한 설문 결과 이

와 같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5.9%와 88.2%로 조사되었으며, 이 

경우 상담 내용으로 인하여 후에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각각 33.7%, 18.3%의 응답자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하여 인터

넷을 이용한 건강상담과 진료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건강상

담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 책임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

답자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 관련

해서는 아직까지 판례를 통한 법원의 입장은 없으나 인터넷 건강상담의 경

우 질문 란에 개략적인 증상만을 기재하고, 답변 또한 형식적으로 예상되

는 여러 질병군을 나열하는데 그치며,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운 되는 경우라면 소위 ‘형식적 의료상담’이라 하

며, 이와 같이 온라인상으로 환자와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의료행위라 볼 

47) 설명‧동의서 및 설명지에 의사와 환자의 서명을 하여 의무기록에 첨부하는 방법 등은 

짧은 진료 시간 중 의무기록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명의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좋은 예라 하겠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는 방법, 수술

과 같은 설명‧동의가 특히 중요한 검사 및 처치에 관하여 의무기록의 작성에 대하여 별도

로 소정의 수가를 인정하는 방법 등은 의사들로 하여금 설명 및 의무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유도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48) 설문 문항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격진료 및 원격진료를 통한 의사와 

환자간의 상담(재택진료) 등이 아직 보편적이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응답자들은 형식적 

건강상담에 준하여 응답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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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49). 또한 진료

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건강상담의 경우 그 법적 문제성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진료비를 받지 않은 상황

에서 진료계약이 형성되었다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인 건강 

상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날 정도의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위의 두 경우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고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내용이나 실제 의사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고 

그 빈도가 날로 증가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기

준의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3.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실천율, 실천도 점수, 정답률, 지식도 

점수, 교육률

전체 25개 사례 중 9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한 실천도 점수는 총 9점 

만점 중 평균 3.1(±2.28)점으로 전체 사례에 대하여 약 34.4%의 실천도 점

수 평균을 보 으며, 직업군별 분석에 있어서는 수련의가 3.8(±2.87)점, 군

의관이 2.9(±1.87)점, 봉직의 및 개원의가 2.4(±1.31)점으로 수련의 집단에서 

군의관 집단이나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보다 높은 실천도 점수를 보 고, 

이 중 수련의 집단과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 사이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의

49) 신현호. 인터넷 의료상담시 주의점-법률적 접근. 대한의사협회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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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차이를 보 다. 결론적으로 설명‧동의의무에 있어 수련의 집단이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에 비하여 법적 기준에 대하여 높은 실천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례별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의학적으로 옳지 못한 결

정을 한 경우에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가.’와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 한 내

용의 의무기록을 남기는가.’의 두 문항에 있어 수련의 집단이 다른 두 집단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실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전체 18개의 사례에 대하여 총 18점 만점으로 살펴본 지식도 점수에 

있어 평균 12.1(±2.31)점으로 설명‧동의의무 및 설명 행위에 대한 법적 기

준과 의사들의 법적 판단 사이에 약 67.2%의 일치율을 보여 실천도 점수

에 비하여 지식도의 점수의 경우 다소 높은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의사들

의 법적 판단이 법적 기준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본 지식도 점수에 있어서 

질문의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있다’ 혹은 ‘없다’의 선

택형의 답변이었음을 고려할 때 67.2%의 일치율 역시 높지 않다고 여겨진

다. 법적 판단의 법적 기준에 대한 일치율의 직업군별 분석에서는 의료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봉직의 및 개원의가 평균 12.3(±1.79)점, 군의관이 

12.5(±2.13)점으로 수련의의 11.6(±2.80)점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

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진료의 경험이 쌓여가며, 주의로부터 혹은 자신

들의 의료 경험의 누적으로 인하여 군의관이나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인 

전문의들이 수련의에 비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기준에 대하여 접하는 

경험 또한 늘기 때문이거나 또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봉직의 및 개원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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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 집단의 법적 판단의 법적 기준에 대한 일치율이 수련의 집단에 비하

여 높은 정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교육도의 경우 전체 문항에 있어 19.7%의 교육

의 경험을 보이고 있어 의료인의 의료법학적 교육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

족함을 알 수 있으며, 전체의 교육 경험 중 주위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접하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접한 경우가 전체의 30.5%를 차지하여 실제 

의과대학이나 연수 강좌 등의 제도화 되어있는 교육의 기회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료법학적 교육 기회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의

사들의 의료법학적 지식과 법적 판단능력의 부족의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

는 의사들의 법적 요구에 대한 부적응과 불 순응,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및 치료에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의료관련법령들의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의사들의 참여와 관심의 저하를 가

져올 수 있다고 한다50).  

실천율, 정답률, 교육률 상호간의 관련성 분석에서 교육률과 정답률의 

관련성을 살펴본 18개 사례 중 5개 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 으며(P<0.05), 3개의 사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여(P<0.1) 교육의 기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법적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실천율과 정답률과의 관련성 분석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사례가 1개 사례, 교육률과 실

50) Darvall L, McMahon M, and Piterman L. Medico-legal knowledge of general 

practitioners: disjunction, errors and uncertainties. J of Law Med, 2001, Nov;9(2):16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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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단 한 사례도 발

견되지 않음으로써 의사들의 법적 판단이 법적 기준과 일치하는지 또는 의

사들이 법적인 내용을 교육 받은 기회가 많은지는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하

는 것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수련의 집단이 전문의 집단에 비하여 설명‧동의의무의 실

천에 있어 더 높은 실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교육의 

정도가 의사들의 법적 판단과 법적 기준과의 일치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

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료법학적 교육의 증가와 법적 지식의 증가가 설

명‧동의의무를 실천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의사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보건의료법학 교육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절

한 설명 및 동의가 실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

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

이 연구는 기존의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많은 연구가 판례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진료 현장에서의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하여 조사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나 설문의 

개발과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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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체의 설문 대상자 중 군의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원의 및 봉직의, 수련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의

사 사회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각 해당 사례의 문제 1의 경우 ‘설명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응답자를 ‘설명‧

동의 의무를 실천한 사람’으로 해석하 으나 이에는 전문의들의 경우 수련

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고 이에 따라 누적되는 효과 즉, 

경험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설명‧동의의무를 해태한 경험의 증가에 대

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천의 정도를 이야기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

고 있는가의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의사들이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하지 못한 경우 왜 실천하지 못

하 는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

구의 결과 설명의 실천이 법적 지식에 대한 교육의 정도와 의료법학적 지

식의 정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으리라 생각되지만 교육과 지식의 정도

가 실천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이나 지

식 이외의 어떠한 요인들이 설명‧동의의무의 실천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

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설명‧동의

의무의 실천에 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중심으로 실제로 진료현

장에서 효과적인 설명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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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서울과 지방의 시 지역 수련의, 군의관, 봉직의 및 개원의 93명을 대상

으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진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 및 실천, 기존

의 연구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의사의 

법적 판단과의 차이,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료법학적 교육의 정도 및 

교육의 경로에 관하여 조사하 으며, 설명‧동의의무의 진료 현장에서의 실

천과 교육과의 관계, 교육과 법적 지식과의 관계, 교육과 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지식도 점수는 총 18점 중 평균 12.1(±2.31)점으

로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의사들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차이

가 있었으며, 설명‧동의의무의 실천도 점수는 총 9점 중 평균 3.1(±2.28)점

으로 진료 현장에서의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명‧동의의무에 

관련된 의료법학적 내용의 교육에 있어서는 전체 사례에 대하여 19.7%의 

교육정도를 보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설

명‧동의의무의 실천에 있어서는 수련의 집단이 봉직의 및 개원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실천의 정도를 보 고,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천, 법적 지식, 교육과의 관계에서는 

교육의 정도는 법적 지식의 정도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 으나 교육의 정도 

및 법적 지식의 정도가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의 정도와는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의료사고다발과와 비다발과 사이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 법적 지식, 교육의 정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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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의의무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의료법학적 교육의 확대는 의사

의 법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진료 현장에

서의 설명‧동의의무의 실천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법학적 내용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명‧동의의무를 실천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진료 환경 

및 의사 자신의 요인들을 발견해 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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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설문지는 실제의 설문지로부터 그 지면의 형식적 구성과 

문자의 크기를 편집을 위하여 변형한 것임)

설명․동의의무와 관련된 의사의 경험, 법적 지식 및 판단, 

교육에 대한 조사를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이윤 입니다. 

최근 들어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이 증가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의료소송에 있어 의

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러한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 는가는 매우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환자에게 설명을 열심히, 

친절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 말고는 과연 어떤 것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는 모르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

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법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

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설문이 다소 길어 작성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답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반적인 인적 사항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성별 (여/남)

2. 나이 (    세)

3. 의사면허 취득 년도 (     년)

4. 전문의 면허 취득 년도 (     년)

5. 전공과목 (       과) 

6. 취업형태 ( 인턴 / 레지던트 / 군의관 / 봉직의 / 개업의  )

앞으로의 내용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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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은 해당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문항 2는 해당 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묻는 문항입니다. 질문 1에서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경우에도 2의 문항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3은 해당되는 상황과 같은 경우의 법적인 판단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1-1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만 검사, 처치 또는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험이 있

습니까?

예> 환자가 자리에 없어서 보호자에게만 동의서를 받거나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단,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소아인 

경우와 같이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1) 있다(     )   (2) 없다(     )

1-2 위와 같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은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3 위와 같이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은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

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1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의뢰를 통하여 다른 과 의사에게 검사, 처치를 

받게 된 경우 처치의사를 대신하여 주치의사인 자신이 설명을 대신하거나 혹은 

다른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본인이 검사, 처치를 시행하게 된 경우 

담당 주치의사가 설명을 대신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예1> 의뢰(consultation)를 부탁 받은 의사를 대신하여 주치의가 설명하 다.

예2> 수술을 위해 시행한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마취의 위험성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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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주치의인 외과의사에

게 대신 부탁하 다. 

(1) 있다(     )   (2) 없다(     )

2-2 위와 같이 처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 혹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을 다

른 과 의사가 대신 설명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2-3 위와 같이 협동 진료를 한 경우 다른 의사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3-1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을 개인 사정상 다른 의사에게 대신 

부탁하거나 혹은 다른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을 담당의사가 아닌 

본인이 대신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의사가 당직 퇴근을 한 상태에서 설명요구를 받은 경우 

(1) 있다(     )   (2) 없다(     )

3-2 위와 같은 경우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설명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3-3 위와 같이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설명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관

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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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4-1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을 사정상 간호사에게 대신하게 한 경

험이 있습니까?

예> 환자의 진료로 바빠서 투약 설명을 간호사에게 대신 시켰다.

(1) 있다(     )   (2) 없다(     )

4-2 위와 같이 의사가 아닌 다른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도록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4-3 위와 같이 기타의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

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5-1 환자에게 말로 설명하는 대신 미리 만들어 놓은 설명지를 이용하여 설명한 경

험이 있습니까?

예> 약의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구두 설명 대신 자료를 나누어주며 ‘잘 읽어

보시고 쓰여 있는 방법대로 복용 하세요’라고 일러 주었다.  

(1) 있다(    )   (2) 없다(     )

5-2 위와 같은 경우 구두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지에 충분한 내용이 있었다

면 이점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5-3 위와 같이 구두설명 없이 설명지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

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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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6-1 수술(검사, 처치)에 앞서 ‘이 수술(검사, 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

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나 서약서를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

6-2 위와 같이 ‘어떠한 결과 발생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동의

서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와 같은 동의서의 법적인 효력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6-3 위와 같이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병원이나 의사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 한

다.’는 내용의 동의서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7-1 환자에게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이미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받기로 결심하 고 의사는 환자가 이에 대하여 이미 승낙한 것으로 판

단하여 별도의 설명ㆍ동의의 과정 없이 시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선생님, 속이 계속 쓰려서 내시경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환자

에게 내시경 시술에 대한 별도의 설명(합병증, 주의사항 등) 및 동의의 과정을 생

략하고 시술하 다.

(1) 있다(    )   (2) 없다(     )

7-2 위와 같이 환자가 설명을 듣더라도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간주하고 검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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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수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동의 없이 시행한 경우 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7-3 위와 같이 환자가 이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을 생략한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8-1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심적 부담을 주어 치료에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조 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부작용은 환자가 심하게 걱정하는 경우 더욱 흔하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환자에게 하지 않았다. 

(1) 있다(     )   (2) 없다(     )

8-2 위와 같이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심

적 부담을 고려해 설명을 생략한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8-3 위와 같이 치료에 유익하지 않은 경우의 설명의 생략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

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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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환자에게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 

혹은 필요할지도 모를 추가적인 처치 또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선(先) 승낙

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인데, 수술 중 필요에 따라 

개복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1) 있다(     )   (2) 없다(     )

9-2 위와 같이 선 승낙을 받은 후 의사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행

위를 하 는데 환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의사의 선 승낙을 받은 사실에 대하

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사가 복강경 수술 중 필요시 개복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선 승낙을 받은 후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던 중 개복술을 시행하게 된 경우. “수술 전 개복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때는 설마 그런 경우가 생길까 해서 동의한다고 

하 는데...”라고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 후 의사에게 항의하 다.

(1) 있다(     )   (2) 없다(     )

9-3 위와 같은 선 승낙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

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0-1 환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여 설명을 생략한 경험이 있

습니까?

예> “이 약은 좌약입니다. 하루 한 번 사용하세요.”라고 설명하며, “좌약은 항문에 

넣는 약입니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1) 있다(     )   (2) 없다(     )

10-2 위처럼 일반 수준의 환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설명을 

생략한 경우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면 후에 설명을 생략한 사실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환자분 이 약은 좌약입니다.’하고 설명하 으나 환자가 후에 약을 복용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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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1) 있다(     )   (2) 없다(     )

10-3 위와 같이 환자의 수준에 따른 설명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1-1 환자가 받게 될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의 합병증이 비록 심각한 것이기는 하

지만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 설명을 생략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1만 분의 1의 확률로 사망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 적혀있지만 너무 낮은 확률이며 실제로 경험한 적도 없어 환자에게 설

명하지 않았다. 

(1) 있다(     )   (2) 없다(     )

11-2 위와 같이 그 발생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1-3 위와 같이 위중하지만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경우의 설명의 의무에 관한 법

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2-1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의 시행에 앞서 동의서를 받을 때 해당 병원이나 해

당 의사가 시행할 방법 이외의 다른 대체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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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까?

예1> 환자에게 수혈 동의를 받을 때 수혈의 목적, 부작용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

으나, 자가 수혈 방법 또는 가족으로부터 수혈을 받는 방법 등도 가능함은 설명하

지 않았다. 

예2> 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해당 병원에서의 방법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했으

나 다른 병원에서는 이와 다른 방법이 있다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1) 있다(     )   (2) 없다(     )

12-2 위와 같이 다른 대체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술은 잘 되었으나 후에 “다른 병원에서는 그 병에 이런 수술을 하는데 나

도 그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 병원에서 받았을 거예요. 다른 병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은 선생님의 잘못이여요.”하며 따지고 들었다. 

(1) 있다(     )   (2) 없다(     )

12-3 위와 같이 대체의 방법에 관한 설명의 생략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

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3-1 의학적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이 약을 먹으면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을 삼가시오,”

(1) 있다(     )   (2) 없다(     )

13-2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3-3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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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4-1 환자에게 병의 진단, 검사 또는 치료 등의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 는데 후에 

결과는 의사가 초기에 생각했던 진단이 아니어서 정작 설명해야 할 내용은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진단, 검사 또는 치료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환자에게는 급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어 충수돌기 절제술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던 중 장의 다른 부위에 문제가 발견되어 비록 충수돌기 절제

술에 대한 동의서 밖에 받지는 못했지만 장의 다른 부분의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

술을 마쳤다. 

(1) 있다(     )   (2) 없다(     )

14-2 위와 같은 경우 진단상의 착오로 인해 시술 당시의 진단에 관한 설명은 충

실히 했지만 해당 질병의 진단, 검사, 치료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 것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미리 설명을 하지는 못

했지만 설명되지 않은 진단의 치료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다)

(1) 있다(     )   (2) 없다(     )

14-3 위와 같이 진단이 잘못된 경우의 설명의 법적인 문제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5-1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으로는 옳지 않으나 

환자 및 보호자를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거나 결정한대

로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검사, 처치 또는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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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태아의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자고 설명하 으

나, 환자의 보호자가 자연분만을 시켜 줄 것을 원하여 수술을 보류하고 계속 자연

분만을 시도하 다. 

(1) 있다(     )   (2) 없다(     )

15-2 위와 같이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는 옳지 않으나 환자와 보호

자가 의사의 뜻과는 다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뜻

에 따라 결정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를 더욱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은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5-3 위와 같이 환자를 집요하게 설득하지 않아 시술을 받지 못한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

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6-1 환자가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두려워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설득하여 안심시켜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받을 것을 결정

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콩팥 생검을 앞둔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검사의 합병증인 출혈로 인하여 수

술이 필요한 경우는 0.3% 미만이며 출혈관련 사망이 0.12%라는 설명을 하자 환자

가 두려워 검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

으며 아마 잘 될 거라고 안심시키고 설득하여 검사 받도록 하 다.

(1) 있다(     )   (2) 없다(     )

 

16-2 위와 같은 경우 후에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정 과정에

서 의사가 권유했던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6-3 위와 같이 환자를 설득하여 시술을 받게 한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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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7-1 환자가 자신의 상태 및 추가의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의 필요성은 이해하 지

만 사정에 따라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을 거부하여 환자의 뜻에 따라 시행하지 않

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치료비의 문제, 종교적 신념, 기타의 의사가 알 수 없는 사유

(1) 있다(     )   (2) 없다(     )

17-2 위와 같은 경우 후에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설득하여 치료받게 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7-3 위와 같이 환자의 결정에 따른 치료 결정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

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8-1 환자에게 구두로는 설명을 했으나 차트에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

18-2 위와 같이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기록에 남기지 못하는 경

우 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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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위와 같은 의무기록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

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19-1 부모의 동의 없이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을 해 달라는 미성년자의 요구를 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고등학생인 환자가 혼자 병원에 방문하여(사정상 집에는 비 로 해 달라며)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요구하 다.

(1) 있다(     )   (2) 없다(     )

19-2 위와 같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19-3 위와 같이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

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0-1 응급 상황에서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인 환자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보호자인 부모가 필요한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을 거부한 경

험이 있습니까?

예> 초등학생이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워 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부

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 다.

(1) 있다(     )   (2)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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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20-3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환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 

처치 또는 수술이 거부된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1-1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에게 진단이나 치료 내용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경험

이 있습니까?

예> 암환자의 경우

(1) 있다(     )   (2) 없다(     )

21-2 위와 같은 경우 환자 자신에게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21-3 위와 같이 보호자의 요구로 환자에게 진단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

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2-1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행 전에 교과서적으로 인정되

는 수술방법, 완치율 및 그 수술에 따라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시행 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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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예> 위식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데 예상치 못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내시

경 장비의 고장으로 검사에 실패하 다.

(1) 있다(     )   (2) 없다(     )

22-2 위와 같은 경우 교과서 수준에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

여 그러한 발생가능성이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

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22-3 위와 같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설명의 생략의 법적인 문제에 관

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3-1 환자에게 검사, 처치 또는 수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신 또는 자신이 근무

하는 병원의 성적(성공확률) 또는 경험이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과 현저히 다른 경

우 이를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1> 자신으로서는 처음 혹은 익숙지 않은 술기를 시행하는 경우 

예2>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경험이 적거나 혹은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1) 있다(     )   (2) 없다(     )

23-2 위와 같은 사정을 후에 환자가 알고 법적 문제를 제기 한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23-3 위와 같이 치료의 성적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문제 관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

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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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4-1 병원 홈페이지나 기타의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환자의 질병에 관한 질문이나 

건강 상담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

24-2 위와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시행한 답변이 환자에게 손해가 되었다면 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24-3 위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교육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

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25-1 병원이 아닌 진료 공간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장소에서와 같이 진료비를 받

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질병 및 그 치료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경

험이 있습니까?

예> 가족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집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중 전화로 건강에 대한 

상담을 요구해 왔다. 

(1) 있다(     )   (2) 없다(     )

25-2 위와 같은 경우 후에 설명한 내용이 후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 있다(     )   (2)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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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위와 같이 진료실 이외의 장소나 시간에서의 설명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관

하여 이전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느 경로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1)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     )

(2) 의과 대학에서(     )

(3) 강좌(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병원 내 교육, 기타)를 통하여(     )

(4) 의사협회지, 학회지 등의 교육 자료를 통하여 (     )

(5) 스스로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하여(     )

(6) 기타-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TV, 신문 등을 통하여 등(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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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is not only a moral obligation 

but also a legal obligation and a contractual feature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an importance of patient's decision have increased, the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has been emphasized more and more. 

Most previous studies on the doctor's duty of informed consent have 

focused only on the legal meaning. So that there were no way to find 

out how doctors legally understood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and how they carried out this duty.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doctor's legal understanding and practice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based on doctors' experiences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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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nalyzing experiences in hospital focused in details of the 

existing studies and courts' cases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the 

questionnaire was implemented.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93 doctors to examine the doctors' ① experience & 

practice, ② legal decision and ③ degree & route of medico-legal 

education on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in hospitals. Also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ree factors was analyzed. 

By using SPSS(ver10.0) program,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with a statistical method of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score for legal knowledge of the duty for informed consent was 

the average 12.1(±2.31) scores out of total 18 scores. The score for the 

practice was the average 3.1(±2.28) scores out of total 9 scores. The 

survey indicated that doctors didn't practice well their duty of informed 

consent in hospitals. In terms of the medico-legal education related to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there was the rate of 19.7% of total 

cases, and it stated that doctors didn't receive the sufficient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ducation 

and legal knowledge. However,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ducation & legal knowledge and the practice of the duty for 

informed consent. 



- 81 -

The doctors' legal decision on the duty for informed consent was 

different from the legal standard on the existing studies and court's 

cases. Therefore, to improve the doctor's legal mind, there must be the 

continuous training on the medico-legal standard and law system. And 

by searching definite factors related to the low practice of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there must be quests on methods to practice duty for 

the proper informed consent at the hospitals in future studies. 

                                                                      

Key Words: doctor, informed consent, understanding,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