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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의료관련감염 판결문 분석

목적: 의료관련감염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료소송의 현황 및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사건번호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법원에 접수된 의료소송을 ‘판결문 방문열람제도’ 및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제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의료관련감염’, ‘병원감염’, ‘원내감염’으로 검색된

판결문 중 94건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 판결문 중 4건을 선정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결과: 최종 분석된 의료관련감염 관련 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4.12년이었다. 소송 진행

현황은 1심 종료 61건(64.9%), 항소심 종료 32건(34.0%) 순이었다. 최종심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이 60건(63.8%), 원고패소가 34건(36.2%)이었다. 손해배상 금액은 평균

57,498,339원이었다. 손해배상이 발생한 과오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55건(58.5%), 주의

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한 사례가 5건(5.3%), 설명의무 위반이 2건(2.1%) 순이었다.

피고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에서는 의원이 52건(55.3%), 병원 21건(22.3%), 학교법인

병원 20건(21.3%) 순이었다. 사건발생 당시 진료과는 산부인과가 47건(50.0%)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12건(12.8%), 정형외과 9건(9.6%) 순이었다.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된

주요 과정은 투약 및 주사가 50건(53.2%), 수술 29건(30.9%), 시술 9건(9.6%) 순이었고,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해 재수술을 한 건은 17건(58.6%)이었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사고 결과 장애가 68건(72.3%), 사망 18건(19.2%) 순이었다. 의료관련감염으로

균이 검출된 부위는 혈액 15건(13.2%), 수술부위 12건(10.5%), 배액관 7건(6.1%) 순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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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는 균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이 22건(17.7%), 녹농균 10건

(8.1%), 아시네토박터균이 7건(5.7%) 순이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참조하여

감염관리 체계와 감염관리 인프라,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으로 분류

하였고, 사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4건의 판결문에 대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감염관리 주의의무 위반, 감염관리지침 부재 등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감염관리지침 준수,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및 인프라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근거 마련 및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학회·직능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의료관련감염, 원내감염, 병원감염, 원인분석, 의료판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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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성을 수반하고 있고, 인체 반응의 예측곤란성

으로 인해 의료행위 시행은 그 자체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진기회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

사고 및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국내에서

해마다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환자가 4,500∼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고,2)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 건수는 대략적으로 15,000건∼30,000건

으로 추산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3)

의료분쟁은 당사자들의 타협에 의한 원만한 해결에서부터 소송에 의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의료지식의 전문성, 의료정보의 편중성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인과관계 및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자의 패소율이 높았지만

1990년도 중반 입증을 완화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자 승소에 대한 기대

증가로 소송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5)

1) 황만성.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13-200

2) 이상일. 의료의 질과 위험관리. 한국의료QA학회지 2001;8(1);96-106
3)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 조사 연구. 2012.
4) 신현호. 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2;3(2):417-52
5) 신은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전망. 

한국의료법학회지 2011;19(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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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관련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1심 접수

건수는 2009년에는 911건에서 2013년 1101건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959건이 접수되어, 2009년 대비 1.05배 증가 하였다(사법연감 2009∼2018)(표 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접수건수 911 871 876 1009 1101 946 963 970 955 959

표 1. 민사의료과오소송 건수
(단위: 건)

출처 : 사법연감, 2009∼2018

의료과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의사는 방어진료를 하게 되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고 새로운 의학기술을 시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학기술의 발

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환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실제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

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6)

실제 의료과오를 줄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위

해서는 소송에서 사고원인이 된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를 행함에 있어 자주 발생하는 행위를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의료과오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최

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7)

6) 신은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전망. 
한국의료법학회지 2011;19(1):133-59

7) 민혜영.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례분석. 한국의료법학회지 1997;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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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의료관련감염 의료소송과 관련된 선행연구8), 9), 10) 는 주로 법리적인 해석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의료사고 중 의료소송으로 진행된 건의 현황

및 유형화된 원인 분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의료소송의 특성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여 재발 방지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8) 신현호. 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2;3(2):417-52
9) 유현정,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

한 검토. 의료법학 2014;15(2):123-163
10) 이수경, 윤석찬.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의료법학 2019;20(1):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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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의료관련감염 판결문 분석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원인을 유형화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질적 분석하여 의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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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 방문열람제도’ 및 ‘판결서 사본 신청제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 종결 후 판결문이 공개된 판례들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

‘병원감염’, ‘원내감염’이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분석대상으로 활용한 판결문은

의료과오 소송 중 의료관련감염 관련 판례로 사건번호, 즉 사건 시작이 2011년부터 2016년인

판례이다.

이는 의료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소송이 종결된 시점까지의 소요 기간이 평

균 대략 3.38년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11) 2016년 이후의 판결문은 종결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판결문 중에

서 항소심, 상고심 등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진행된 소송인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2010년 이전 사건이라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집한 판결문 중 진료과목이 모호하거나 손해배상 구상권을 다루는 판례,

병원과 환자 사이의 소송이 아닌 보험회사나 국민보험공단이 원고이거나 피고인 판례는

제외하였다. 또 의료관련감염 관련 사건이지만 제한된 정보로 인해 구체적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여 분석변수로 분류하기 어려운 판결문도 제외하였고, 방문열람 시에는 공개

되었으나 ‘판결서 사본 신청제도’ 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서는 미공개된

판결문도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 자료로 삼은 사건은 94건이다.

1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 조사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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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판결문 수집 과정.

 * 분석한 판결문은 총 53건이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3나51195의 경우 동일한 피고병원에서 수술한 

2명의 원고가 소송을 진행한 건으로 2건의 사건으로 분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945와 

대전고등법원 2015나10616의 경우, 각각 원고가 2개의 의료기관 및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건으로 각각 2건의 사건으로 분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500850(10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6023(7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861(7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908(4명),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946(14명),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677(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836(1명)의 경우 2012년 발생한 산부인과 집단

감염 건에 대해 46명의 원고가 소송을 진행한 건으로 46건의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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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계량 분석과 질적 분석을 모두 시행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서는 의료

관련감염 `의료소송의 전반적인 현황 및 경향 분석을 하여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

송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계량 분석의 변수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현황 분석이

가능한 변수로 선정하였고 SPSS20.0.0을 이용해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건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 질적

분석방법은 일본 산과의료보상제도 원인분석위원회의 원인분석보고서12)와 근본원인분석

(Root Cause Analysis) 방법13)을 토대로 의료소송판결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 분석툴(이원 외, 2014)을 활용하였다.

1) 계량분석

판례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가) 판결문의 일반적 특성

(1) 소요 기간

판결문에서 파악 가능한 의료사고의 발생 시작일과 판결문의 판결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사건 발생시점부터 소송이 종결된 시점까지의 해결기간을 년 단위로 기록하

였다.

1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OECD 국가의 산과진료서비스 제도 및 보험수가비교 연구. 
서울:대한산부인과의사회:2009.130. 133.

13) Joint Commission Resources. 의료는 안전한가? : 근본원인분석의 도구와 기법. 김정은, 김
석화, 이선영 옮김. E.PUBLI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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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진행 현황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현황 파악을 위해 1심

종료, 항소심 종료, 상고심 종료, 파기 환송심 종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최종 판

결심이란 자료 수집당시의 심 종료를 의미한다.

(3) 최종심 판단

최종심의 판결을 근거로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기각)로 분류하였다. 피고

의 책임 제한을 두는 경우와 일부 쟁점이 인정되는 경우 및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원고 승소로 분류하였다.

(4) 손해배상금

의료소송 최종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 단위로 정리하였다.

(5) 과오 분류

판결문에서 제시한 판결문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위반 없음으로 나누었다.

(6) 주의의무 위반 종류

주의의무 위반의 종류를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 인프라,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

관리 활동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판례에서 반복되어 제기되는쟁점을 수집·정리하여 총

12개의 주의의무로 세분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표 2).

*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영역(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인프라, 감염관리 활동(멸균, 감시 등) 등 총 9개 영역)을 참조하여 판결문의 주의의무 위반 종류를 

분류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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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세부내용

감염관리 체계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감염관리실 운영
· 원내 감염관리지침 등 감염관리 계획 보유

감염관리 인프라
· 감염관리 인력 보유
· 의료면허를 지닌 자의 의료행위
·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

감염관리

활동*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 무균술 준수 및 격리
· 의료기구의 소독 및 멸균
· 치료(검사, 진단, 항생제 투여 등 치료) 관련
· 이송(전실, 전원, 퇴원) 관련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 의료관련감염 증상 발현 후 치료
(검사, 진단, 항생제 투여 등)

· 이송(전실, 전원, 퇴원) 관련

표 2. 주의의무 위반 분류

*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 활동을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부적절한 감염관리로 인한 감염 발생과 

의료관련감염 증상 발현 후 부적절한 감염관리로 인한 과실로 분류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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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문 사건 분석

(1) 사건 발생 의료기관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학교

법인 병원, 종합병원으로 분류하였다.

(2) 사건 발생 진료과목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진료과목을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척추(전문)병원*, 기타로 분류하였다.

*진료과 언급없이 척추전문병원이나 척추 질환을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척추 (전문)병원으로 분류

(3)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원인이 된 의료행위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원인이 된 의료행위는 전체 판례의 쟁점 사항들을 분석한

후 수술, 시술*, 투약 및 주사, 치료(경과관찰), 침치료, 마취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시술: 흡인, 천자, 신경 차단(nerve block) 등 판결문에서 시술로 명시된 경우 시술로 분류

(4)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재수술 여부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 발생으로 재수술을 한 경우에도 소송변론 종결 시점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사고의 결과는 장애로 분류하였고,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재수술 여부에 대해 추가로 분류하였다.

(5) 의료사고의 결과

소송변론 종결 시점의 환자 상태를 사망(패혈증 유와 패혈증 무로 분류), 합병증,

장애, 치료기간연장, 언급안됨으로 분류하였다.

(6) 균이 검출된 부위

전체 판례의 감염발생 부위를 분석한 후 수술부위, 시술부위, 배액관, 혈액, 주사

부위, 객담, 소변, 기타, 언급안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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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출된 균의 종류

전체 판례의 감염 발생 건의 검출된 균의 종류를 분석한 후 MRSA, 녹농균,

아시네토박터균, 칸디다균, 포도상구균, 기타, 언급안됨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변수 변수 내용

기본현황

사건일자 사건이 시작된 연, 월, 일

소송 시작년도 소송을 시작한 연도

소종 종결일자 소송이 종결된 연, 월, 일

최종 판결심
1. 1심 종료 2. 항소심 종료

3. 상고심 종료 4. 파기항소심 종료

최종심 결과 1. 원고승 2. 원고일부승 3. 원고패소

손해배상금 위자료가 포함된 배상금 기재

과오 분류
1. 주의의무 위반 2.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3. 설명의무 위반 4. 위반 없음

주의의무위반종류

1. 감염관리 체계 2. 감염관리 인프라

3.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감염관리 활동

4.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감염관리 활동

사건분석

사건발생 당시

의료기관
1. 의원 2. 병원 3. 학교법인 병원 4. 종합병원

사건발생 당시

진료과

1. 정형외과 2. 신경외과 3. 내과 4. 일반외과

5. 성형외과 6. 산부인과 7. 척추(전문)병원 8. 기타
의료관련감염의 원

인이 된 주요과정

1. 수술 2. 시술 3. 투약 및 주사 4. 치료(경과관찰)

5. 침치료 6. 마취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재수술 여부

1. 재수술 시행 2. 재수술 미시행

의료사고 결과
1. 사망 2. 합병증 3. 장애 4. 치료기간 연장

5. 언급안됨

균이 검출된 부위
1. 수술부위 2. 시술부위 3. 배액관 4. 혈액

5. 주사부위 6. 객담 7. 소변 8. 기타 9. 언급안됨

검출되는 균 종류
1. MRSA 2. 녹농균 3. 아시네토박터균

4. 칸디다균 5. 포도상구균 6. 기타 7. 언급안됨

표 3. 계량적 분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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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분석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사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화

하여 의료사고 재발 방지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류 기준은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영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인프라, 감염관리 활동(감시, 멸균) 등 총 9개 영역)을

토대(보건복지부, 2018)로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 인프라, 의

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주요 쟁점의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는 4개의 판결문을 질적 분석하였다. 선정된 판결문 내용은 시간 순

서로 나열하였고, 의사 1명과 감염관리실 전담 출신 간호사 1명의 자문을 거쳐 재구성

하였다.

본 연구는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근거 제시를 위한 질적 분석을 위해 선행연

구14),15)를 통해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분석

툴16)을 사용하였다(표 4).

1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OECD 국가의 산과진료서비스 제도 및 보험수가비교 연구. 
서울:대한산부인과의사회:2009. p130, 133.

15) Joint Commission Resources. 의료는 안전한가? : 근본원인분석의 도구와 기법. 김정은, 김
석화, 이선영 옮김. E.PUBLIC. 2007

16) 이원, 김소윤, 이미진.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소송 판결문의 원인분석 방법의 활용. 
한국의료법학회지 2014;22(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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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관 련 설 명

사건의 개요
자세한 사건 과정(흐름 기준, 필요할 경우 진단명,

수술명, 사건 결과까지 포함)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판결문 내용 중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다.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문에 제시되어 있는 쟁점과 판단요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손해배상액수와 사건 종결 여부를 제시한다.

근본원인분석(RCA)

근본원인분석(RCA)과 활동계획을 위한 틀을 사용

해 분석한다.

가능성과 질문을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것들이 분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근본원인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그림 2).

주체별

재발 방지

사항 제안

(1)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

(2) 의료기관의 운영체제에 관한 검토사항

(3)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4)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표 4. 질적 분석 방법

출처: 이원 외(2014).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소송 판결문의 원인분석 방법의 활용. 한국

법의학회지 2014;22(1):21-42

근본원인분석(RCA)은 근본원인분석(RCA) 방법17)을 바탕으로 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

또는 활동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을 인적·시스템적 요인으로 분류(표 5)

하고, 분석 사항을 토대로 인과관계도를 통해 사고결과를 제시하여 직원, 의료기관, 법·제도로

해당 원인과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그림 2)한 분석 툴(이원 외, 2004)을 사용하였다.

17) Joint Commission Resources. 의료는 안전한가? : 근본원인분석의 도구와 기법. 김정은, 김
석화, 이선영 옮김. E.PUBLI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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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수준 질문 세부질문 예시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건)

그 사건의 세부사항은

무엇인가?

언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사건 발생 시 과정

또는 활동)

전체 과정에서 그 단계는

무엇인가?

근접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인적·시스템 요인)

어떤 인적 요인이 결과와

관련있는가?

- 환자 측

- 의료진 측

결과에 시스템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 의료기관 내

- 법·제도

표 5. 근본원인분석

출처: 이원 외(2014).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소송 판결문의 원인분석 방법의 활용. 한국

법의학회지 2014;22(1):21-42

그림 2.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출처: 이원 외(2014).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소송 판결문의 원인분석 방법의 활용. 한국

법의학회지 2014;22(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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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료관련감염 소송 현황

1. 의료관련감염 정의 및 현황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이란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감염으로,

종전에는 원내감염(nosocomial infection)이나 병원감염(hospital-acquired inf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의료행위 관련 감염은 병원이라는 공간 뿐 아니라 퇴원 이후

기타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요양시설,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용어로 의료관련감염으로 바뀌었다.18)

의료관련감염은 입원 당시에는 없었으며 잠복하지 않았던 감염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감염을 말한다. 환자 입원 48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감염을 의미하며, 퇴원 후

14일 이내 발생한 감염이나, 수술한 지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수술부위감염 역시 의료관련감

염의 범주에 포함된다.19)

판례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7.23.선고 2013가합80 판결에서 의료관련감염에

대하여 “입원 당시에는 없거나 잠복하지 않고 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수술

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의료관련감염은 내인성(endogenous) 및 외인성(exogenous) 감염으로 분류되는데,

내인성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등 기저질환에 따라 인체내부 즉, 구강, 장, 피부 등에

정착하고 있던 균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으로 의료관련감염의 2/3를 차지한다. 그 외 1/3을

차지하는 외인성 감염은 의료진 등 의료종사자, 오염된 의료기기, 다른 환자, 병원 환경

등 외부 균이 환자의 체내에 침투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18) 유진홍.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원론과 전망. J Korean Med Assoc 2018;61(1);5-12
19)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5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2017.한미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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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의료인의 손이 지적되고 있다. 외인성 감염은 의료인 등 의료종사자들이 주의하거나

병원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감염20)으로, 의료분쟁에서는 외인성 위험요인으

로 인한 감염이 상대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크다.21)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22)로, 매년 전세계 수백만명이 의료관련감염을 경험23)하고 있고, 국내 입원환자의

5∼10%가 의료관련감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24)

의료관련감염은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환이

발병함에 따라 치료의 지연, 입원기간 연장, 의료비의 부담 가중 등을 유발하고 개인 및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일례로 미국

에서 매년 2백만명의 환자에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연간

45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5)

특히 인구고령화, 만성 질환의 증가, 침습적 의료기술 발전,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해 의료관련감염에 취약한 대상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26) 환자안전 측면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이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할 핵심 영역27)으로 부상되고 있다.

20) 이동필. 병원감염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의료법학 2007;8(1);61-105
21) 신현호. 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2;3(2):417-52
22) Burke JP. Infection Control-A Problem for Patient Safety. N Engl J Med 

2003;348(7):651-656
23)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fact sheet[internet]. 

cited 2019Dec25. Available from: URL: https://www.who.int/gpsc/coun-
try_work/gpsc_ccisc_fact_sheet_en.pdf

24) 보건복지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2018.
25) 김우주. 병원감염-역학에서 변화-.대한내과학회지 1999;57(4);562-577
26) AI-Tawfiq JA, Tambyan PA,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HAI) perspectives.J 

infect Public Health 2014;7;339-344
27) Burke JP. Infection Control-A Problem for Patient Safety. N Engl J Med 

2003;348(7):6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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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 환자 사망률의 증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974년부터 1983년까지 10년에 걸쳐 SENIC(Studies on the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project를 시행했고, 효과적인 감염관리 감시

및 활동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3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감염관리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률 조사,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감염감소를 위한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28)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2016년 급성기 의료기관과

국가 수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8가지 핵심 요소(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거버넌스, 지침 및 교육 훈련, 감시체계,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원 전략, 성과관리,

인력, 시설과 장비)에 대해 발표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촉구하고 있다.29)

국내 의료관련감염관리의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병원에 감염관리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초 국내 2개 대학병원에 처음으로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 1995년 11월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1996년 4월 대한감염관리 간호사회가

창립되어 감염관리 지침서 발간, 학술지 발간, 연수교육,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감염관리 활성화를 선두하였다.30)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적근거로는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 신설 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등

기본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감염관리 전문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영역에 지정되었다.31)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면 2012년에는 200병상

28) Haley RW, Culver DH, White JW, Morgan WM, Emori TG, Munn VP, Hooton TM. The 
efficacy of infection surveillance and control programs in preventing nosocomial infections 
in U.S. hospitals. Am J Epidemiol 1985;121;182-205

29)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care-associated infections fact sheet[internet]. 
cited 2019Dec25. Available from: URL: https://www.who.int/gpsc/country_work/gpsc_
ccisc_fact_sheet_en.pdf

30) 배직현. 의료 질 향상에서의 병원감염관리의 중요성. 한국의료 QA학회지 1997;4(1);2-8
31) 질병관리본부.cited 2019Dec25. Available from: URL: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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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대상 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고, 2017년에는 설치기준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8년 10월부터는 설치 기준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TF를 구성하고,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

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전략을 실행

하고 있다.32)

32) 보건복지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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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관련감염 소송 현황

가. 의료관련감염 소송의 특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소송은 의료과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소송 중 하나로 과실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감염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조기에 감염을 진단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33)

그러나 감염경로나 환자의 면역력저하 여부 등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부분 특별한 이벤트없이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사건에 비해 과실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수술부위감염의 경우 수술기구가 오염된 사실

을 환자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술이 아닌 다른 의료 행위의 경우에도 의료

관련감염이 발생하는 과정을 환자가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관련감염 사

건에서 일반인의 상식 법리를 적용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34) 35)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직·간접적 노출에 의해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나 병원 측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

관련감염은 입원 전과 입원 후의 감염상태를 판단하는 시간적 근접성, 감염방지노력과

관련된 처치의 미숙성, 감염발생확률 또는 감염 부위 등과 관련된 통계적 인과관계, 환자의

면역력, 의료행위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과관계 및 과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4)

33) 이동필. 병원감염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의료법학 2007;8(1);61-105
34) 신현호. 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02;3(2):417-52
35) 유현정,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 의료법학 2014;15(2):1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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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관련감염 의료분쟁 및 소송현황

1999년부터 의료분쟁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여 조정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6년에서 2011년 8월까지의 의료관련감염(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총

221건이다. 2006년 44건이었던 의료관련감염 의료분생은 2010년 2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8월까지 5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표 6).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합계

44 43 36 21 20 57 221
(19.9) (19.5) (16.3) (9.5) (9.0) (25.8) (100)

표 6. 의료관련감염(병원감염*)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명, %)

  *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에서는 병원감염으로 명시됨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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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감정 결과에 따르면 증상악화(26.4%) 다음으로 감염

(8.8%)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320 (100) 834 757 859 1,202 1,668

1. 증상악화 1,405 (26.4) 184 166 158 305 592

2. 감염 468 (8.8) 55 57 111 115 130

3. 진단지연 465 (8.7) 67 73 63 107 155

4. 장기손상 400 (7.5) 51 51 76 115 107

5. 신경손상 378 (7.1) 58 59 78 75 108

표 7. 연도별 상위 5개 사고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
(감정완료일 기준, 단위: 건,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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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관련감염 판결문 분석

1. 판결문 일반적 특성

가. 소요 기간

판결문을 근거로 사건일시에서 소송 종결인 판결 선고 시점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12년이었고, 최장 소요기간은 7.92년, 최단 소요기간은 1.55년이었다(표 8).

평균 기간 최장 기간 최단 기간

4.12년 7.92년 1.55년

표 8. 소송 소요 기간
(단위: 년)

나. 소송 진행 현황

수집된 판례 중 61건(64.9%)은 1심에서 종결되었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32건

(34.0%), 상고심 1건(1.1%)이었다(표 9).

1심 종료 항소심 종료 상고심 종료 합계

61 32 1 94
(64.9) (34.0) (1.1) (100)

표 9.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 최종 판결심의 종류
(단위: 건, %)



- 23 -

다. 최종심 판단

최종심의 판결을 기준으로 원고일부승이 60건(63.8%)이었고, 원고패소가 34건

(36.2%)이었다(표 10).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소 합계

0 60 34 94
(0.0) (63.8) (36.2) (100)

표 10.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 최종심 판단
(단위: 건, %)

라. 손해배상금

의료소송 최종심에서 결정한 평균 손해배상금은 57,498,339원으로 집계되었다(표 11).

평균 금액 최소 및 최대 금액

57,498,339 최소 10,313,888원∼최대 623,824,882원

표 11. 손해배상금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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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진의 과오분류

주의의무 위반은 55건(58.5%), 위반 없는 사례는 32건(34.1%),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은 5건(5.3%), 설명의무 위반은 2건(2.1%)으로 나타났다(표 12).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위반 없음 합계

55 5 2 32 94
(58.5) (5.3) (2.1) (34.1) (100)

표 12.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 과오분류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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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의의무 위반 종류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종류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감염관리 활동이

92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관리 인프라가 48건(24.1%),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감염관리 활동이 45건(22.6%) 순 이었다(표 13). 법원에서 인정받은 과오 비율은 감염관리

인프라 관련이 95.8%,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감염관리가 24.4%,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감염관리가 13.0% 순(표 14)으로, 주의의무 위반 세부 인정비율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분류
기준

감염관리
체계

감염관리
인프라

감염관리 활동

그 외† 합계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주장
2 48 92 45 12 199
(1.0) (24.1) (46.2) (22.6) (6.1) (100)

표 13. 원고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 종류*
(단위: 건, %)

* 판결문에 제시된 쟁점이 한 가지 이상으로, 원고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은 중복 허용

†원고 주장을 근거로 의료관련감염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위반으로 수술로 인한 상태악화 2건, 투약관련 
오류 3건, 부적절한 처치 2건, 치료지연 2건, 부적절한 검사 2건, 검사 미흡 1건

분류
기준 감염관리 체계

감염관리
인프라

감염관리 활동
그 외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인정
0 46 12 11 0
(-) (95.8) (13.0) (24.4) (0.0)

주장 2 48 92 45 12

표 14. 주의의무 위반의 인정비율*
(단위: 건, %)

* 판결문에 제시된 쟁점이 한 가지 이상으로, 원고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은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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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세부내용 인정 주장

감염관리 체계

·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0 (0.0) 1

· 감염관리실 운영 0 (0.0) 1

· 감염관리지침 등 감염관리 계획 보유 0 (-) 0

감염관리 인프라

· 감염관리 인력 보유 0 (-) 0

· 의료면허를 지닌 자의 의료행위 46 (97.9) 47

·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 0 (0.0) 1

감

염

관

리

활

동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

· 무균술 준수 및 격리 4 (10.5) 38

· 의료기구의 소독 및 멸균 6 (18.2) 33

· 치료(검사, 진단, 항생제 투여 등) 관련 2 (11.8) 17

· 이송(전실, 전원, 퇴원) 관련 0 (0.0) 4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 치료(검사, 진단, 항생제 투여 등) 8 (22.9) 35

· 이송(전실, 전원, 퇴원) 관련 3 (30.0) 10

그 외 0 (0.0) 12

표 15. 주의의무 위반 세부 인정비율*
(단위: 건, %)

* 판결문에 제시된 쟁점이 한 가지 이상으로, 원고가 주장한 주의의무 위반은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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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문 사건 분석

가. 사건 발생 당시 의료기관 종별 구분

사건이 발생한 병상수 별 병원 구분에서는 의원이 52건(55.3%), 병원이 21건(22.3%),

학교법인 병원이 20건(21.3%), 종합병원이 1건(1.1%)이었다(표 16).

의원 병원 학교법인 병원 종합병원 합계

52 21 20 1 94
(55.3) (22.3) (21.3) (1.1) (100)

표 16. 사건 발생 당시 의료기관 종별 구분
(단위: 건, %)

나. 사건 발생 당시 진료과

수집된 판례 중 산부인과가 47건(50.0%)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가 12건(12.8%),

정형외과가 9건(9.6%), 척추 (전문)병원이 6건(6.4%) 순이었다(표 17).

산부
인과*

신경
외과

정형
외과

척추
(전문)병원†

일반
외과

내과
성형
외과

기타‡
언급
안됨

합계

47 12 9 6 3 2 2 8 5 94
(50.0) (12.8) (9.6) (6.4) (3.2) (2.1) (2.1) (8.5) (5.3) (100)

표 17. 사건 발생 당시 진료과
(단위: 건, %)

 *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영한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46건은 산부인과로 분류

 †진료과 언급없이 척추전문병원이나 척추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척추 (전문)병원으로 분류

‡기타는 소아과 2건, 비뇨기과 2건, 안과 2건, 한의원 1건, 흉부외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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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된 주요 과정

판결문에 제시된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된 주요한 과정을 분석한 결과, 투약 및

주사가 50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이 29건(30.9%), 시술이 9건(9.6%), 치료(경과

관찰)이 4건(4.3%) 순 이었다(표 18).

투약 및

주사
수술 시술*

치료

(경과관찰)
침치료 마취 합 계

50 29 9 4 1 1 94
(53.2) (30.9) (9.6) (4.3) (1.0) (1.0) (100)

표 18.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된 주요 과정
(단위: 건, %)

*시술: 흡인, 천자, 신경 차단(nerve block) 등 판결문에서 시술로 명시된 경우 시술로 분류

라.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재수술 여부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된 주요 과정이 수술(29건)인 경우,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해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17건(58.6%)이었다(표 19).

재수술 시행 재수술 미시행 합 계

17 12 29
(58.6) (41.4) (100)

표 19. 의료관련감염의 주요 원인이 수술인 경우 재수술* 여부
(단위: 건, %)

*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이 주요원인이 되어 재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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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사고 결과

판결문에 제시된 의료사고 결과, 장애가 68건(72.3%)가 가장 많았고, 사망이 18건

(19.2%), 치료기간 연장이 4건(4.3%)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중 패혈증 사망이 12건

(12.8%)이었다(표 20).

사 망
장애

치료기간 
연장

합병증 언급안됨 합 계
패혈증 유 패혈증 무

18

68 4 2 2 94(19.2)

12 6 (72.3) (4.3) (2.1) (2.1) (100)

(12.8) (6.4)

표 20.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사고 결과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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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사고에서 균이 검출된 부위

판결문에 제시된 의료사고에서 균이 검출된 부위는 혈액이 15건(13.2%), 수술부위가

12건(10.5%), 배액관이 7건(6.1%), 시술부위가 6건(5.3%), 객담이 5건(4.4%), 소변이 3건

(2.6%) 순이었다(표 21).

혈액
수술
부위

배액관
시술
부위

객담 소변
주사
부위

기타†
언급
안됨‡

합계

15 12 7 6 5 3 2 7 57 114
(13.2) (10.5) (6.1) (5.3) (4.4) (2.6) (1.8) (6.1) (50.0) (100)

표 21. 의료사고에서 균이 검출된 부위*
(단위: 건, %)

  * 균이 검출된 부위는 여러 부위에서 균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검출 부위는 중복 허용

  †기타는 대변 2건, 뇌척수액 1건, 폐생검 1건, 농양 1건, 침맞은 부위 1건, 식도점막 1건

‡산부인과 집단감염 판결문에는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61명의 환자에게 

화농성 관절염,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등의 집단감염병이 발병하였다고 언급되었으나 

개별 판결문에는 균 검출 부위나 균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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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출되는 균 종류

판결문에 제시된 의료사고에서 검출된 균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MRSA가 22건

(17.7%), 녹농균 10건(8.1%), 아시네토박터균 7건(5.7%), 포도상구균 4건(3.2%), 칸디다균

3건(2.4%) 순이었다(표 22).

MRSA 녹농균
아시네
토박터
균

포도상
구균

칸디다
균 기타† 언급

안됨‡ 합계

22 10 7 4 3 23 55 124
(17.7) (8.1) (5.7) (3.2) (2.4) (18.5) (44.4) (100)

표 22. 검출되는 균의 종류*

(단위: 건, %)

  * 검출되는 균의 종류는 다양한 균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중복 허용

  †검출되는 균의 종류가 기타인 건은 klebsiella pneumoniae 3건, Entero-bacter 균 3건,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2건, colon bacterium 2건, c.difficile 2건, 그람양성균 1건, 

VRE 1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1건, MRCNS 1건, 곰팡이혈증 1건, 진균 1건, 다재내성 황색

포도알균 1건, cryptococcus neoformans 1건, leuconostoc 1건, viridans streptococcus 

group 1건, Serratia Marcescens 1건이었다.

  ‡산부인과 집단감염 판결문에는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61명의 환자에게 

화농성 관절염,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등의 집단감염이 발병하였다고 언급되었으나 

개별 판결문에는 균 검출 부위나 균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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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질적분석 분류 기준은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 2∼3.)

영역을 토대(보건복지부, 2018)로 판결문의 주요 쟁점을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 인프

라,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주요 쟁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4개의 판결문을 질적 분석하였다. 감염관리 전반적인 체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의료인의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 판결문은 제외하였고,

판결문을 근거로 의학적 소견 및 주요 용어, 사건의 판단요지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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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1. 감염관리 체계 미흡

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1784

나. 사건의 개요

날짜 시간 사건의 개요

환자 : 48세
피고 : 학교법인 A

2009. 3. 31

환자는 3층 옥상에서 낙상 후 오른쪽 다리 및 엉덩이 통증
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오른쪽 대퇴골 골절,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의
골절 등 진단 받음

수술 계획을 위해 원고의 간경화증 및 기왕력(2006년경
발병한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인해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와 협진

2009. 4. 8.
백혈구수치는 정상범주, CRP 상승, 미열,
환자의 상처부위 균배양 검사 상 균 동정되지 않음

2009. 4. 10.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 시행

2009. 4. 15.
수술부위 혈종 발생으로 감염부위 고름으로 균 배양 검
사 실시 결과 MRSA와 Leuconostoc 배양

2009. 4. 19. 수술상처 혈종 발생(400cc 정도의 고름 섞인 피멍 나옴)

변연 절제술(괴사된 살을 제거하는 수술), 상처재건술 시행

2009. 5. 31. 감염 재발로 수술부위 인공보형물 제거 수술 시행

2009. 6. 14. 골수염(뼈에서 고름 발생) 발생

2009. 12. 17. 황색포도상구균이 재차 발견(재발 내지 재감염)

변연절제술 반복적으로 시행
2010. 2. 18.
2010. 3. 1.

대퇴골 고정수술(결손된 뼈 고정) 시행

2014. 3. 28. 만성 골수염 진단

현재

대퇴골의 90% 이상과 대퇴부 근육 거의 소실로 골 시멘
트와 금속을 이용해 대퇴골 모양을 만들어 유지 중, 우측
하지 11cm 단축 등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분강직, 운
동제한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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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1) 골수염은 세균이나 다른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 가장 흔하고, 균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혈행성이지만 외상 또는 수술창상으로 의한 직접 감염이나 주위 조직에

서 생긴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될 수도 있다. 감염이 되면 국소 혈관 충혈과 부

종을 일으킬 수 있고 국소 골 괴사를 일으키기도 하여 삼출액이 나오게 된다.

이 때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골내 압력이 증가되어 저항력이 약한 곳을 따

라 확산된다. 농양이 골간부 쪽으로 확산되면 골 괴사를 일으켜 만성 골수염으

로 이행되기도 한다. 골수염을 방치할 경우 관절의 강직, 운동제한 및 통증이 발

생할 수 있다.

2)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은

의료관련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으로, 장기간의 입원, 광범위한 항생제의

사용이나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수술로 인한 창상 등이 존재할 때 감염 위험성이

높고, 지역 사회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MRSA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인은 MRSA 환자와 접촉하기 전 손위생을 수행하고 환자 접촉 시 멸균

장갑 및 가운을 착용하여 균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계를 갖추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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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판결문에 제시된 주요 쟁점 및 판단

가) 피고병원의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1) 수술지연 과실 주장

*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 원고의 개방성 골절에 대해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2009. 4. 10.에 이르러서야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을 지연한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의 판단: 불인정

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만취 상태로 피고 병원은 원고의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계획하였고, 원고의 기왕력(간경화증,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와 협진 후 개방성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수술지연과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염관리 소홀

*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를 현 상태에 이르

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의 판단: 인정

수술 전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였고 감염 소견이 없었으나 수술 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고,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MRSA가 발견되었다.

MRSA는 의료관련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으로, 수술 직후에 수술부위

감염으로 추정된다.

피고 병원은 사건 수술 당시에 감염예방을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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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거나, 감염 후 적절한 치료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피고 병원측 MRSA 예방을 위한 감염지침도 제시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수술부위감염을 초래되었다고 추인된다.

나아가 원고의 골수염과 우측하지의 단축, 고관절 및 슬관절 부분강직과

운동제한 장애 등의 발생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로 그들의 집무 집행 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감염 및 장애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이 지연되어 수술을 빨리 받고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에,

피고 병원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의 판단: 불인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원고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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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 기왕증의 기여도와 책임제한으로 인한 피고 병원 책임비율: 49%

- 피고병원 책임비율: 70%

- 기왕증의 기여도: 30%(간경화증으로 인하여 저하된 면역력이 골수염 병발과 관련 있음)

- 기왕증의 기여도와 책임제한을 고려한 피고 병원 책임 비율: 49%(=70% × (100% - 30%))

2) 제한이유

가) 감염 자체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나) 원고의 면역력 저하가 골수염 병발과 일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염 이후 수술부위감염 치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손해배상액수: 총 122,482,171원

가) 일실수입: 108,061,707원

나) 치료비: 81,991,501원

- 기왕치료비: 70,341,016원

- 향후치료비: 11,650,485원

다) 개호비: 7,510,000원

- 기왕개호비: 7,510,000원

라) 보조구: 1,380,000원

- 기왕보조구: 1,380,000원

마) 위자료: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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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건에 대한 평석

1) 근본원인분석

본 사례는 3층 옥상에서 낙상 후 오른쪽 대퇴골 돌기사이 분쇄 골절과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 골절 등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만성골수염,

고관절 및 슬관절 부분강직과 우측 하지의 단축, 운동제한 장애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요인은 피고 병원 측에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감염 후 적절한 치료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내 MRSA 감염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감염

관리와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구 분 해당 내용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건)

그 사건의
세부사항은
무엇인가?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 이후 수술
부위에 MRSA 감염이 되어 변연절제술,
상처재건술 등을 시행했으나 골수염 및
운동제한 장애 등 발생

언제 일어났는가?
’09. 4. 10.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
시행

왜 일어났는가?
(사건 발생 시
과정 또는 활동)

전체 과정에서
그 단계는
무엇인가?

- 수술준비 및 수술과정 주의의무 위반
-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표 23. 사례 1 근본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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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발방지대책

1)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그림 3. 사례 1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구 분 해당 내용

근접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인적·시스템 요인)

어떤 인적 요인이
결과와

관련 있는가?

- 환자측
· 간경화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 의료진측
· 수술 중 감염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

· 감염 발생 후 적정한 치료조치를 다하지
않음

결과에 시스템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 의료기관 내
· 의료기관내MRSA 예방지침제시안함

- 법·제도
·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원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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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발 방지를 위한 사항

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기구 멸균 소독 철저 및 수술 시 외과적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찰과 소독을 철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사항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의 전문인력이나 감염관리위원회를 활용하여 MRSA 등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과 공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도

록 한다.

다)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 지속교육을 활용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무균술 준수 관

련 교육을 실시하고, MRSA를 비롯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자료

를 만들어 배포한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을 점검하고, 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해

인증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관리 관련 수가체계

개선 등 다방면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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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감염관리 인프라 부족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6023 외 7건

나.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9. 9.경부터 간호조무사인 I와 함께 ‘K의원’을 운영하였다. 간호조무사인 I는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하였

고, 2012. 4.경부터 9.까지 간호조무사 I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243명) 가운

데 61명이 농양, 염증성 관절염,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감염, 화농성 관절

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K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간

호조무사 I는 자살한 사건이다.

날 짜 시간 사 건 개요

환자: 간호조무사인 I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환자 46명(판례 기준)

피고: K의원 원장

2009. 9.
피고(1974. 9. 24. 의사면허 취득)는 2009. 9. 경부터 간
호조무사인 I와 함께 ‘K의원’ 운영

2009. 9.∼2012. 10.

간호조무사인 I는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피고 의원
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시행

- 환자들의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 판독 등의
진찰행위 시행

-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시술 실시

-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트리암주,
힐로니드주, 하이알주, 콘락스주, 피록시캄주 등의
주사제 투여

2012. 4.∼9.

간호조무사 I로부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61명에게서 결핵균 감염,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농양, 화농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등의 집단
감염증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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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시간 사 건 개요

2012. 10. 10.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K의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
자 I는 자살

2013. 4. 4.
피고는 원고들에게 K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
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확약

2013. 5. 21.

피고 공소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 1478호)

- (사기) I가 진료한 환자들을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편취

-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닌 I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I가 진료한 환자들을 자신이 진료한 것
으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면서 장부를 갖추거나 사용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 작성·비치·보전하지 아니함

- (업무상과실치상)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방지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시술을 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위생조치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의료인이 아닌
I가 환자들을 진찰하고 상담할 뿐 아니라 교정시술
과 주사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

2013. 10. 16.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 사기,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
역 1년의 실형 선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2014. 12. 13.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769호)과 상고심(대
법원2014도5503호), 그리고 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195호)을 거친 후 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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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판결문에 제시된 주요 쟁점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 등 시킴)

* 원고측 주장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K의원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I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주사제 투여 횟수를 대폭 줄여 기재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술

및 주사제 투여에 앞서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 법원 판단: 불인정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의 의료과실로 원고들에게 감

염증을 발병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과

실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피고가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

였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예비적 주장(간호조무사 I의 사용자로서 I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 원고측 주장

I가 위생조치 없이 원고들의 슬관절 부위에 트리암주 등 주사제를 수차례에 걸

쳐 투여한 의료과실로 원고들에게 전항과 같은 감염증이 발병하도록 한 이상, I

의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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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인정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와 간호조무사인 I가 2009. 9.경부터 2012. 10.경까

지 K의원을 함께 운영한 사실, I가 K의원을 방문한 통증 환자들에게 교정

시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

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I를 실제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I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의

료사고와 관련하여서도 I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제2예비적 주장(피고가 K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하기로 확약)

* 원고측 주장

피고는 2013. 4. 4. 경 원고들에게 K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확약했다.

* 법원의 판단 : 불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주사제는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이고 특히 관절강 내 주사 시술

의 경우 관절강 내로 균이 침투하면 관절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으므로, I로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의 무릎 관절강 내로

주사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손위생을 하고 주사부위 소독 후 멸균장갑을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도 한

부위당 1개의 멸균 주사침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관

절강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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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2. 4. 경부터 9.경까지 I로부터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

시칸주, 콘락스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원고

들을 비롯한 61명의 환자들에게 농양,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염

증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는데, 합동조

사단의 역학조사 결과 위 61명은 모두 I로부터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인 것으로 판명된 점,

③ 합동조사단이 K의원에서 보관 중인 트리암주 주사제와 미개봉 상태의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주사제 제조업체인 신풍제약 주식회에서의

보관 중인 트리암주 샘플을 수거하여 무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제품들에서는 어떠한 균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K의원에서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집단 감염은 트리암주 주사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자체의 제조·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때문이라기보다는 I가 환자들에게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그 주사 부위를 통하여 병원균이 침투하였기 때문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I가 환자들에 대하여 추나요법, 주사제 투

여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한 물리치료실은 그 바닥에 액체가 고여 있는

등 청결도가 낮은 상태였고, I가 환자들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조제한 탕

비실의 위생상태도 불량하였던 점,

⑤ I는 K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트리암주 40mg 중

20∼30mg, 생리식염수 20ml 중 1ml, 리도카인주 20ml 중 1ml 가량을

혼합하여 주사제를 조제한 다음 이를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합동조사단의 2012. 11. 2.자 현장조사

당시 K의원 내 탕비실 냉장고에서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다수의

트리암주가 발견된 정황으로 볼 때, I는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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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암주를 수일간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의 주사제 조제 시 이를 재사용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사제 잔량의 보관 및 그 이후의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⑥ I는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환자들의 피부를 직접 손으로 눌러

가면서 통증 부위 확인 후 주사제를 투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회용

장갑을 착용 또는 주사 부위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일한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 환경 중에 존재하던 병원균이 I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후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⑦ 피고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는 법원이 K의원에서의 집단감염증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업무상 과실 주장 및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무죄판결만으로 I의 의료과실까지 부정된다

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 당시 K의원에서 수거한 의료기기 및 집기류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병원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염증이 집

중적으로 발병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검사 결과에

불과하므로, 위 검체검사 결과 역시 I의 의료과실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I는 주사제를 조제하고 보관 및 투여 과정에서

의료관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I의 위와 같은 의료과실 외에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감염증 발병과 I의 위와 같은 의료과

실 사이의 인과 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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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 배상 및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70%

2) 제한이유

가) 원고들은 I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기 전부터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던 환

자들로서, 기왕증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을 것으로 판단

나) I로부터 트리암주 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61명의 환자들만 집

단 감염이 발병한 것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체질적 소인이 감염증 발병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임

3) 손해배상액: 총 1,916,182,261원(세부내역 별첨 1 참조)

가) 소극적 손해: 748,139,238원

- 일실수입: 742,160,883원

- 일실퇴직금: 5,978,355원

나) 적극적 손해: 865,043,023원

- 기왕간병비: 5,425,000원

- 기왕개호비: 119,829,019원

- 기왕치료비: 609,492,475원

- 향후치료비: 130,296,529원

다) 위자료: 30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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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건에 대한 평석

1) 근본원인분석

본 사례는 피고인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조무사인 I가 함께 ‘K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 9.부터 2012. 10.경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K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간호

조무사인 I가 진찰행위(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 판독 등)와 ‘추나요법’이라는 교

정시술(척추 등의 불균형상태 교정을 위해 손 등으로 통증부위 압박)을 시행하고 환자

들의 통증부위에 주사제(트리암주, 힐로니드주, 하이알주, 피록시캄주, 콘락스주 등)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하여 2012. 4.경부터 9.경까지 I로부터 위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61명에게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요인은, 무면허 의료인인 간호조무사 I가 주사제 조제에 사용

하고 남은 약을 수일간 보관하다 재사용하고 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1회용 장갑

미착용 및 주사부위 소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하는 등 주사제를 조제하고 보관, 투여하는 과정에서 의료

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의료인인 원장의 경우,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에게 시술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사제 투여 시 위생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닌 I가 통증 환자들에게 상담과 진찰을 할 뿐 아니라, 교정시술과 주사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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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 내용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건)

그 사건의

세부사항은

무엇인가?

피고인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조무사인

I가 함께 ‘K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 9.

부터 2012. 10.경 허리, 무릎 등의 통증

으로 K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간호

조무사인 I가 진찰행위(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 판독 등)와 ‘추나요법’이

라는 교정시술(척추 등 불균형상태를 교

정하기 위하여 손 등으로 통증부위 압

박)을 시행하고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주

사제(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주 등)를 투여하는 무

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하여 2012. 4.경부터

9. 경까지 I로부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243명) 가운데 61명에게서 집단

감염증(농양,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

염, 결핵균 감염, 화농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등) 발생

언제 일어났는가? 2012년 4월 경 ∼ 2012년 9월 경

왜 일어났는가?

(사건 발생 시 과정

또는 활동)

전체 과정에서

그 단계는

무엇인가?

- 감염예방에 대한 조치 게을리 함

- 업무 상 주의의무 게을리 함

표 24. 사례 2 근본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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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에는 병원감염으로 명시됨

구 분 해당 내용

근접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인적·시스템 요인)

어떤 인적 요인이

결과와 관련 있는가?

- 환자측

· I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기 전부터

허리, 무릎 등의 통증 호소

- 의료진측

·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 주사제를 조제하고 보관, 투여하는

과정에서 의료관련감염(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 상 과실

결과에 시스템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 의료기관 내

·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약을

수일간 보관하다 재사용

· 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1회용

장갑 미착용 및 주사부위 소독 적절히

시행하지 않음

·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여러 부위

에 주사제 수차례 투여

- 법·제도

·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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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1)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그림 4. 사례 2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2) 주체별 재발 방지 사항 제안

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 시행 시 의료법에 명시된 직종별 업무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나 진료 보조업무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손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 지침 수행 뿐 아니라 시술이 주로 일어나는

물리치료실이나 주사제를 투여하는 주사실의 주기적인 청소 및 환경소독 등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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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의 운영체제에 관한 검토사항

먼지와 미생물, 흙 등에 오염된 의료 환경의 표면은 의료관련감염의 잠재적 원인이

된다. 오염된 환경의 표면과 접촉한 손이나 의료기구 등을 통해 환경에서 환자로 균이

주로 전파되므로 청결한 환경 유지는 감염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이다.36) 그러므로

의료 환경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한다.

다)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보수교육 등 지속교육을 활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여 의료인

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무면허자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무면허자 의료행위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파파라치 제도 등 신고보상제 시행 등을 통한 단속 강화도 무면허 의료행

위 감소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37)

현재 의료법 제43조에 의하면 종합병원 및 15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이나 150병상 미만 병원의 감

염관리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감염관리가 열악한 의원 및 150병상 미만 병원에 대

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6)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5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2017.한미의학
37)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8 성형. 2017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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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900

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경우, 좌안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는 시술 이후 세균성 안내염 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전원 지연으로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다.

날짜 시간 사건 개요

환자: 여성
피고: D 안과병원 의사

2007. 1. 3.
좌안 시력 저하로 피고 병원 내원
피고는 망막 정맥염을 의심하여 스테로이드 경구처방

2008. 5. 14.
변시증으로 피고 병원 내원.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내 루센티스 주사 시행

2008. 5. 22.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내에 루센티스 주사 시행

2009. 5. 27.
원고의 좌안 시력이 0.3로 저하(1년 전 시력 0.9),
황반부종 심해짐

2009. 6. 2. 원고에게 루센티스와 유사한 효과 지닌 아바스틴 주사 시행

2009. 7. 22.,
2009. 12. 8.

황반부종 소견으로 아바스틴 주사 시행

2010. 1. 18. 14:00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

2010. 1. 18. 22:00 원고 왼쪽 눈 심한 통증 느낌

2010. 1. 19. 10:3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
피고는 안구내염 의증으로 즉시 입원조치 시행
원고의 안압 50mmHg 임을 확인하고, 급성 녹내장을 의심
하고 안압 하강 처치 시행
1시간 경과 후 안압 하강, 염증 악화 확인, 유리체 세균
검사 시행, 유리체강 내 반코마이신·포툼 주입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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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1)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이란 황반부종, 망막 혈관병증, 황반변성 등의

질환에서 주사를 이용하여 유리체강 안으로 유효성 있는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을 주입

하는 시술이다. 위 시술 과정에서 혈행을 통하여 내인성 감염이 생기거나, 결막이나

눈꺼풀 등의 세균총이 주사 부위를 통하여 침입하는 등으로 안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검염,

결막염 등 외안부 감염증을 완치하고, 주사 전 povidone iodine으로 안구주위 부속기를

세척·소독하며, 수술기구에 일반적인 소독절차를 거치고 멸균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

하여야 한다. 안구 내 주입술 후 세균성 안내염이 발생하는 경우 결막, 비강, 눈꺼풀 등과

같이 눈 주변의 세균들이 주사부위를 통해 침투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날짜 시간 사건 개요

2010. 1. 19. 17:00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시행

2010. 1. 21.
녹농균과 체내 염증세포에 의한 염증성 손상으로 좌안에
앞방 고름(hypopyon)발생
전신마취가 가능한 E병원 전원

∼ 2. 24.
안구 내 반코마이신·포툼 주입술, 유리체 부분절제술, 각
막전층이식술, 망막전막제거술 등 입원치료 시행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좌안의 기능이 상실되어 안구가 위축된 안구로
상태(좌안 시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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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농균이란 독성 및 병원성이 높은 균주의 일종으로 의료관련감염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의 환자들에게 발생한다. 녹농균은 생체 내에서는 병원성과

독성이 강하나, 생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적인 소독절차로 충분히 박멸되므로,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히 더하는 조치는 없고 일반적인 소독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원고 주장 및 법원 판단)

1) 판결문에 제시된 주요 쟁점 및 판단

가) 시술 및 치료 과정 상 감염 예방·관리 주의 의무 위반 여부

* 원고측 주장

피고는 시술 전 주사 기구 및 주사 부위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하여

좌안이 병원균에 감염되었고, 이에 의하여 발생한 안구내염에 대한 치료를 지연

하여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 법원의 판단: 인정

원고는 시술 당시 면역력 저하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 대한 세균성

감염은 내인성 감염보다는 세균총이 주사 부위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약 8시간이 경과하여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된 점, 피고는 세균성 감염 발생 후 3일이 지나서 전신마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점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시술과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좌안 안구로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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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실명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 법원의 판단: 인정

원고가 2008. 5. 14.부터 피고로부터 수 회 유리체강 내 주사를 시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세균성 감염 등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마. 손해 배상 및 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70%

2) 제한이유

가) 원고는 좌안의 망막 정맥폐쇄증 및 황반부종이 악화되고 있었고 시력도 0.2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던 점

나) 안구내 주입술의 경우 멸균 처리 및 소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더라고

0.1% 정도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다) 이 사건 진료 경위, 경과, 진료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및 손해의 공평과

타당한 분담을 고려함



- 57 -

3) 손해배상액수: 총 24,899,655원

가) 일실수입: 26,049,128원

나) 보조구비 : 3,682,400원

다) 위자료 : 7,000,000원

라) 피고가 원고의 E병원 치료에 대납한 금액 : 9.731,380원

바. 사건에 대한 평석

1) 근본원인분석(RCA)

본 사례의 경우, 좌안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는 시술 이후 세균성 안내염

발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전원 지연으로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으로 시술한 의사는 치료 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 배상

판결이 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요인은 원고는 당시 면역력 저하 등 특별한 사정없이, 좌안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 주입 후 8시간이 경과하여 내인성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된 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세균성 감염은 내인성 감염 보다는 세균총이 주사

부위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감염 발생 3일 후 전신마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 한 점 등 피고 의료진의 이 사건 시술과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감염으로 인한 실명 등의 후유증

관련 설명이 미흡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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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 내용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건)

그 사건의

세부사항은

무엇인가?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 후 세균성

안내염 발생으로 좌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함.

언제 일어났는가? 2010. 1. 18.

왜 일어났는가?

(사건 발생 시 과정

또는 활동)

전체 과정에서

그 단계는

무엇인가?

시술 시 세균총의 주사부위 침입 추정

안내염 치료 지연

근접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인적·시스템 요인)

어떤 인적 요인이

결과와 관련

있는가?

- 환자측

· 좌안 망막 정맥폐쇄증 및 황반부종

악화 중, 시력도 0.2로 급격히 저하 중

- 의료진측

· 시술도구 감염 관리의 소홀 가능성

· 감염 발생 후 3일 후 전신마취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

· 시술로 인한 세균 감염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 미흡

결과에 시스템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 의료기관 내

· 전원 지연

표 25. 사례 3 근본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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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1)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그림 5. 사례 3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2) 주체별 재발 방지 사항 제안

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

시술 중 주사에 의한 세균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복장과

방포를 활용하여 무균부위를 확보한 후 멸균된 시술 기구를 활용하여 무균술을 준수

해야 한다. 환자에 대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신속하게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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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받을 시술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희소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까지 설명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료진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체제에 관한 검토사항

시술 시 사용하는 기구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하여 소독 또는 멸균해야 하고

의료진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의 2·3차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보수교육 등 지속교육을 활용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과 멸균지침, 무균술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제 차원의 검토사항

시술 및 수술도구에 대한 표준화된 멸균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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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4.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감염관리 활동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731

나. 사건 개요

본 사례는 허리 부상으로 2010.9.13.과 2010.9.15. 두차례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원고에게

2010. 9. 23. 새벽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현되고 백혈구 증가 및 CRP 상승,

발열 지속 등 세균성 감염 증세가 발현되었으나 경험적 항생제 투여 지연 및 혈액배양

중간검사 결과를 통해 그람 음성 막대균이 동정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연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을 유발한 사건이다.

날짜 시간 사건 개요

환자 : 여, 31세

피고 : 학교법인 A

2004. 3.
허리 부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 시행

간헐적 통증 외에 증상이 없다가 2010. 8.부터 통증이 심해짐

2010. 9. 11.
심한 요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입원

MRI 촬영 결과 확인 후 보존적 치료 진행
2010. 9. 13.,

2010. 9. 15.
두차례에 걸친 신경차단술 실시

2010. 9. 16. 열감있는 통증 호소

2010. 9. 23. 01:30
체온이 38.1°C로 상승, 오한과 함께 근육통(전신이 쑤시는

증상) 보임

2010. 9. 23. 02:00
38.8°C의 고열 계속되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해열진통

제인 데노간(denogan)을 정맥주사함

2010. 9. 23. 02:42

발열검사(fever study,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시행

: WBC 10,390/ 호중구 93.2%, CRP 8.7, 소변에서 세균 검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제 투여하며 수액치료

및 냉요법 시행

2010. 9. 24. 05:00 다시 37.8°C의 발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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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사건 개요

2010. 9. 24.
9.23.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상 그람음성막대균(gram

negative rod) 동정

2010. 9. 24. 11:05 망인에게 사이톱신 처방

2010. 9. 24. 11:06

망인을 담당하던 신경외과 의료진이 감염내과에 협의진료

의뢰 (협의진료 의뢰서에 ‘epidurogram 및 IV catheter와

관련된 sepsis 일 가능성이 있겠으며’라고 기록됨)

2010. 9. 24. 12:49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0,780/㎕, CRP 288.3mg/L, 호중구

96.9%로 염증수치가 전날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

2010. 9. 24. 13:00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위 약물에 대해 교육했다고 기재

2010. 9. 24. 15:10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진통제 투여

2010. 9. 24. 18:57
CRP 327.5mg/L 까지 증가하면서 혈관 내 파종성 응고증

(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나타남

2010. 9. 24. 19:00 망인에게 그람음성균에 효능있는 citopcin 투여

2010. 9. 24. 21:32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 없음

2010. 9. 24. 22:48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 없음

2010. 9. 24. 23:41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또는 급성 폐부종 발생소견 보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중심정맥관 삽입 후 수액과

강심제 투여하면서 복부골판 CT 촬영

2010. 9. 24. 22:55 망인의 상태를 집중관찰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김

2010. 9. 24. 23:18

폐부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의식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급격히 악화됨.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

관삽관 후 엠부베깅 및 심폐소생술 약 4시간 동안 시행

2010. 9. 25. 11:58

사망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과 심장마비, 중간 선행사

인은 혈압저하 및 급성 폐부종, 선행사인은 패혈증)

2010. 9. 26.
혈액배양검사 결과 상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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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패혈증이란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증후군(SIRS, system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으로, ① 구강온도가 38도를 넘는 발열 또는 36도 미만의 저체온,

② 90회/분을 넘는 빠른 맥, ③ 20회/분를 넘는 빠른 호흡, ④ 12,000개/㎥를 넘는 백혈구

증가증이나 4,000개/㎥ 미만의 백혈구 감소증 등 2가지 이상 임상양상이 나타날 때 패혈증

으로 진단한다. 패혈증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확진하며 감염의 원인균을 확인하는 방법

뿐 이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그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다.

일단 패혈증이라는 의심이 들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밝혀낸 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라. 사건에 대한 판단요지(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1) 피고병원의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가)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에게 신경차단술 시행 과정 및 정맥 혈관 카테터

삽입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 법원의 판단 : 불인정

피고 병원에서는 멸균 환경이 유지되는 수술실에서 멸균 소독기구를 사용

하여 망인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시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정맥혈관 카테터 삽입 시 적절한 방식의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폐렴간균이 의료관련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감염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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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를 지연(항생제 투여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인정

2010. 9. 23. 새벽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현되고 백혈구 증가 및

CRP 상승, 발열 지속 등 세균성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항생제 사용을 지연하였고, 2010. 9. 24. 오전에

혈액배양 중간검사 결과 상 그람 음성 막대균이 동정되었음에도 항생제를 투

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지연은 어는 정도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약 39시간 후,

2010. 9. 24. 혈액배양 중간검사 결과를 통해 패혈증을 확진할 수 있었으나 상당

시간 경과 후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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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 제한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30%

2) 제한이유

가) 망인의 패혈증은 급속히 진행되어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타과 협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다) 손해의 공평이나 타당한 분담에 비추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제한

3) 손해배상액수: 총 122,482,171원

가) 일실수입 : 695,595,514원

나) 일실퇴직금 : 80,951,005원

다) 위자료 : 원고들 각 10,000,000원, 망인 30,000,000원

바. 사건에 대한 평석

1) 근본원인분석

본 사례는 허리 부상으로 2010.9.13.과 2010.9.15. 두차례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원고

에게 2010. 9. 23. 새벽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증상이 발현되고 백혈구 증가 및 CRP

상승, 발열 지속 등 세균성 감염 증세가 발현되었으나 경험적 항생제 투여 지연 및

혈액배양 중간검사 결과를 통해 그람 음성 막대균이 동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연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을 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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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 내용

무엇이 일어났는가?

(사건)

그 사건의

세부사항은

무엇인가?

- 신경차단술 후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패혈증 사망

언제

일어났는가?
2010. 9. 23.

왜 일어났는가?

(사건 발생 시의

과정 또는 활동)

전체 과정에서

그 단계는

무엇인가?

- 신경차단술 후 의료관련감염 증세

발현되었으나 항생제 투여 지연

가장 근접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인적요인, 시스템 요인)

어떤 인적 요인이

결과에

관련 있는가?

- 환자측

· 급격한 중증 패혈증 진행으로 초기

감염 부위 추정 어려움

- 의료진측

·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부족

· 적절한 조치 미흡

시스템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가?

- 의료기관 내

적절한 항생제 사용지침 부재

표 26. 사례 4 근본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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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3) 재발 방지를 위한 사항

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게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단순한 증상

완화 뿐 아니라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적절한 검사 시행과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체제에 대한 검토사항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조기에 중환자실 입실 진행 또는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 적시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8)

38) 심연희 등. 중환자실 환자의 통계적 고찰-1990.3.1.∼1995.2.28.-. 대한중환자희학회지 1996;11(1):49-55

그림 6. 사례 4 원인별 재발방지 사항 제안



- 68 -

다)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 중증패혈증으로 진행되는

등 고위험환자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여 의료인들의 유사 사례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검토사항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중증 패혈증 등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근거중

심의 표준화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홍보한다.39)

39)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 항생제 사용지침 교육 및 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질병관리본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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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사례들의 질적 분석 결과와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참조하여 의료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표 27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재발방지 대책

의료인의

행위

1) 의료인의 주의의무 강화

-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행위 준수

- 환자의 상태 변화의 주의깊은 관찰 및 대응, 필요 시 신속한 전원

2)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 학술대회와 강좌 등 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역량 강화

- 의료현장에서 감염예방지침 준수 강화

3) 의료인의 설명의무 준수 강화

- 환자 상태 및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한 환자의 선택권 존중

-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설명의무 준수 강화

의료기관

운영체계

1) 감염관리 체계 및 인프라 강화

-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담당인력 배치

- 원내 감염관리지침 마련 등 감염관리 체계 강화

2)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홍보 및 관리현황 평가

- 의료기관 근무 직원 대상 감염관리지침 등 감염관리 교육 강화

- 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한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방안 모색

3)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

-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마련

표 27. 의료사고 재발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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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발방지 대책

학회 및

직능단체

1)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방안 교육 강화

- 학술대회 또는 보수교육 등을 통해 최신 감염관리 지침 교육 실시

- 중증 패혈증 등 고위험환자 사례 공유를 통한 의료진 대처 능력 함양

2) 항생제 사용 지침 마련 및 홍보

- 국내 상황을 반영한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항생제 사용지침 마련

- 감염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중소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

그램 교육 및 홍보 강화

3)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개발 및 홍보

-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관련감염 지침 개발

- 의료인 대상 지침 교육 및 홍보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1) 의료관련감염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하여 이에 상응

하는 제제수단 마련

2) 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기준 강화 및 감염관리 수가 개선

-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감염관리 지표 추가 등 지원 연계

- 의료기관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수가 개선

3) 의료관련감염 관리 지원체계 강화

- 감염관리 역량이 열악한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기술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주기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의료기관 내 자생적

감염관리 체계 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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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및 결론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의료관련감염 관련

판결문 94건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문 94건 중 46건이 2012년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영한 의원에서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집단감염과 관련된 소송

으로, 본 연구의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판결문 분석은 의료사고 중 의료소송으로 진행된 건에 대한 분석

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사고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사고의 유사성으로 인해 의료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에 대한 경

향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2016년까지

진행된 최신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어 상고심 진행 시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판결이 종료되었으나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는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도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 사건은 판결문에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분석하였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의

경우 개인정보 규정에 따라 원고 및 피고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구체적 정보

습득의 한계가 있었고, 의료기관 종별 분석이나 균 검출 부위, 검출된 균 종류, 항생제

종류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판결문에 제시된 정보로는 사고 과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하여 판단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추후 의료관련감염 판결문

분석 시 판결문과 함께 사건의 발생원인 분석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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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의무기록 등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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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가.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사건이 발생한 사건일자부터 소송이 종결된 판결선고 일자까지의 기간은 평균 4.12년이

다. 선행 연구의 전체 진료과 평균 소송 소요기간이 3.38년(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

원, 2012), 외과영역의 평균 소요기간인 3.2년(최유정, 2016), 내과영역의 평균 소요기간인

3.27년(김충열, 2000), 신경외과(박상수, 2018)의 평균 소요기간인 3.8년, 소아청소년과(이동

엽, 2014), 산부인과(조단비, 2014)의 평균 소요기간인 3.9년보다 길게 소요되었고, 정형외과

(이원, 2013)의 평균 소요기간인 4.23년보다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판결은 1심에서 61건(64.9%)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으며, 항소심은 32건(34.0%),

상고심은 1건(1.1%) 진행되었다.

소송 결과는 원고일부승이 60건(6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1년 한국소

비자원에서 처리한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의료분쟁(221건)에서의 배상환급 처리가 된

41.2%(91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진의 과오 분류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55건(58.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의의무 위반 중 의료소송에서 과오로 인정된 비율은 감염관리 인프라가 9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감염관리 활동이 24.4% 순이

었다. 이는 감염관리 인프라의 경우, 산부인과 집단감염과 관련되어 인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었고, 의료관련감염 증상 발현 후 감염관리의 경우 체온상승, 균 동정 등 의료관련감

염 증상 발현 후 관련 검사 및 항생제 투여 지연 등으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인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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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감염관리 계획 보유 등 감염관리

체계 미흡과 관련해서 원고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한 판례는 94건 중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394, 감염관리체계 미흡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2건)이

었지만, 소송에서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미흡으로 인한 감염 발생으로 주장

했었으나 법원 판단에서 MRSA 관리지침 미제출 등 감염관리 계획을 보유하지 않은 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1784)과 감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건(서울북부

지방법원 2013가단48101) 등 감염관리체계 여부를 고려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

한 건도 있었다. 이는 감염관리위원회(병원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가 의료

관련감염의 구체적인 과실판단요건이 된다는 신현호(2002)의 주장과 일치하는 판단으로,

인과관계 파악이 불명확한 의료관련감염 소송에서 의료법을 근거로 감염관리체계 구성

여부가 소송의 승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건 발생 당시 의료기관 구분에서는 의원이 52건(55.3%)이었고, 병원이 21건

(22.3%), 학교법인 병원이 20건(21.3%)를 차지했다. 판결문의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는

병원 규모에 따른 감염관리현황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였으나, 200병상 이하인 병원의

73.8%는 감염관리위원회를, 89.7%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보건복지부, 2018)가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55.3%를 차지하는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50%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연구(보건복지부,

2018)에 따라 현 의료법 상 의무 설치 기준이 아닌 150병상 이하의 병원 및 의원급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 진료과는 산부인과가 47건(50.0%), 신경외과가 12건

(12.8%), 정형외과가 9건(9.6%)을 차지하였다. 산부인과 집단감염 건 46건을 제외하면

수집된 판례 중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은 1건으로, 신경외과(12.8%)와 정형외과

(9.6%) 등 수술이 많이 진행되는 진료과 위주로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 완료된 2,384건을 진료과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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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정형외과(17.4%), 내과(17.3%), 신경외과(11.4%) 순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 조정·중재 접수 및 조정한 진료과 순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된 주요 과정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영한 의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46건을 포함한 50건(53.2%)이 투약 및 주사 관련 과정이었고, 그 다

음이 수술이 29건(30.9%)이었다. 의료관련감염 중 수술부위감염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40)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향후 진료과별 수술부위감염과 관련된 의료소송 분석 및 예방대책에 관한 분

석이 요구되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를 위주로 수술부위감염 감소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29건)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재수술한 경우는 총 17건(5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술 후 의료관련감염발생으로 인한 재수술은 계획에 없던 재수술에 해당하

는데, 1994년 일개 3차병원에서 시행한 계획에 없던 재수술의 원인 분석 연구에서 출

혈(23.7%)과 수술 후 감염(23.7%)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연구가 있었다.41) 수술부위감

염의 경우 수술 관련 감염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므로 수술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결과, 장애가 68건(72.3%)였고 사망이 18건

(19.2%)이었는데, 그 중 패혈증 사망이 12건(12.8%)이었다. 패혈증은 병원 내 사망의

30∼50%를 차지하고 있어42)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조기진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학회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패혈증 조기 진단 및 치료

지침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학회의 참여로 패혈증 진료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40) 대한외과감염학회. 전국수술부위감염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본부, 2017.
41) 김은경 외. ‘계획에 없던 재수술’의 분석. 한국의료QA학회지 1995;2(1):118-24
42) Angus DC, Linde-Zwirble WT, Lidicker J, Clermont G, Carcillo J, Pinsky MR. 

Epidemiology of severe sepsis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of incidence, outcome, 
and associated costs of care. Crit Care Med 2001;29(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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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는 균의 종류는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 이하 MRSA)가 22건

(17.7%), 녹농균이 10건(8.1%), 아시네토박터균 7건(5.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관련감염(병원감염*) 피해구제 건수 221건에서도

MRSA가 114건(51.6%), 녹농균 10건(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43) 황색

포도알균은 의료관련감염을 일으키는 병원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균종 중 하나로,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중 20%정도를 차지하고, 그 중 MRSA가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44)가

있어, MRSA 등 다재내성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소비자원보호원 보도자료에서는 병원감염으로 명시됨

나. 질적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분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의료소송의 특징 및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 체계부족과 관련된 첫 번째 사례와 관련된 검토사항은 원내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여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하기를 권고한다. 감염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연구45)에 따라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감염관리 인프라 부족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관련감염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45)

43) 한국소비자원. 병원감염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 2011
44) 김미나, 다제내성균과 의료관련감염. Hanyang Medical Reviews 2011;31(3):141-52
45) 보건복지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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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과 관련된 세 번째 사례에서는 의료인의 감

염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

료관련감염은 모든 진료과 및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항목이므로

전체 직원 교육 항목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직원

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

구, 의료환경 등 의료관련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감염관리 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인들이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료관련감염 발생 후 감염관리 활동과 관련된 네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의료진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고 단순한 증상완화 뿐 아니라 그 원

인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시행과 그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의 경우, 학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

준화된 진단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의료기관에서 잘 준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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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의 현황 및 경향 분석을 통해 의료

소송으로 이어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을 유형화하였고, 질적 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로 활용한 판례는 의료과오 소송 중 의료관련감염 관련 판례로서

사건번호가 2011년부터 2016년인 판례였다.

연구 방법은 수집된 의료관련감염 관련 판결문 94건으로 SPSS 20.0.0을 이용해

의료사고 현황과 발생한 과정을 빈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판결문을 근거로 사건일시와 소송이 종결된 판결 선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12년이 걸렸고, 최장 소요기간은 7.92년, 최단 소요기간은 1.55년이 걸렸다.

나. 수집된 판례 중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된 판례는 61건(64.9%)이었고, 32건(34.0%)은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으며,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건(1.1%)이었다.

다. 최종심 판결의 결과, 원고 일부승이 60건(63.8%), 원고패소가 34건(36.2%)이었다.

라. 손해배상이 발생한 과오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55건(58.5%), 주의의무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건(5.3%), 설명의무 위반이 2건(2.1%)이었다.

마. 사건 발생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는 의원이 52건(55.3%)로 가장 많았고, 병원

21건(22.3%), 학교법인 병원 20건(21.3%) 순이었다.

바. 사건 발생 당시 진료과는 산부인과 47건(50.0%), 신경외과 12건(12.8%), 정형외과

9건(9.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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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료소송으로 이어진 의료과오의 주요 행위는 투약 및 주사가 50건(53.2%)으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수술 29건(30.9%), 시술 9건(9.6%), 치료(경

과관찰)이 4건(4.3%)을 차지했다.

아. 수술(29건) 후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해 재수술을 한 경우가 17건(58.6%)이었다.

자. 사고의 결과는 장애가 68건(72.3%)로 가장 많았고 사망이 18건(19.2%), 치료기간

연장이 4건(4.3%), 합병증이 2건(2.1%)이었다. 총 18건의 사망 중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12건(12.8%)를 차지했다.

차.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사고에서 균이 검출된 부위는, 혈액이 15건(13.2%), 수술

부위가 12건(10.5%), 배액관 7건(6.1%), 시술부위 6건(5.3%), 객담 5건(4.4%),

소변 3건(2.6%)을 차지했다.

카. 검출되는 균의 종류는 MRSA가 22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녹농균 10건

(8.1%), 아시네토박터균 7건(5.7%), 포도상구균 4건(3.2%)을 차지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참조

하여 감염관리 체계와 인프라, 의료관련감염 발생 전·후 감염관리 활동으로 구분하여

사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4건의 판결문에 대해 질적 분석을 하였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감염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 감염관리지침 부제 등이 의료분쟁

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의료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및 감염관리

지침 준수, 개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및 인프라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근거 마련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학회·직능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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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건번호 원고 배상책임(%) 손해배상구분 손해배상액(원)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500850

A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6,709,224
기왕개호비 504,000

위자료 5,000,000
소계 12,213,224

B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4,965,214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6,204,430
기왕개호비 4,690,000

위자료 7,000,000
소계 32,859,644

C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33,410,048
기왕개호비 5,530,000

위자료 5,000,000
소계 43,940,048

D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3,731,56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1,154,241
기왕개호비 4,004,000

위자료 7,000,000
소계 25,889,802

E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706,820
기왕개호비 4,368,000

위자료 5,000,000
소계 15,074,820

F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23,485,007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7,513,459
기왕개호비 2,940,000

위자료 7,000,000
소계 50,938,466

G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4,965,214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5,248,617
기왕개호비 3,234,000

위자료 7,000,000

소계 40,447,831

H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2,470,760

기왕개호비 966,000

향후치료비 1,183,000

위자료 5,000,000

소계 19,619,760

[부록 1] 사례 2 배상금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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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원고 배상책임(%) 손해배상구분 손해배상액(원)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500850

(계속)

I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3,692,957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579,056
기왕개호비 441,000

위자료 7,000,000
소계 16,713,013

J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193,849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4,509,173

위자료 7,000,000
소계 27,703,022

2013가합500850 계 285,399,63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546023

A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44,627,167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8,039,562
기왕개호비 4,186,000

위자료 10,000,000
소계 76,852,729

B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0,986,739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66,341,839

위자료 10,000,000
소계 137,328,578

C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33,813,716
기왕개호비 19,040,000

위자료 5,000,000
소계 57,853,716

D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530,623
기왕개호비 5,880,000

위자료 5,000,000
소계 16,410,623

E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238,794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140,150

위자료 7,000,000
소계 12,378,944

F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22,724,609
일실퇴직금 5,978,355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7,088,648
위자료 10,000,000
소계 145,791,612

G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34,726,949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2,591,418

위자료 7,000,000

소계 54,318,367

2013가합546023 계 500,9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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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원고 배상책임(%) 손해배상구분 손해배상액(원)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70861

A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24,907,124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3,615,868
향후치료비 6,323,005

위자료 7,000,000
소계 51,845,997

B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21,683,952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280,478
향후치료비 6,343,581

위자료 7,000,000
소계 40,308,011

C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1,531,146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424,702
향후치료비 6,323,005

위자료 7,000,000
소계 27,278,853

D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4,270,317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9,344,111
향후치료비 6,343,581

위자료 7,000,000
소계 36,958,009

E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279,366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7,869,589
향후치료비 6,323,005

위자료 7,000,000
소계 27,471,960

F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438,084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4,781,427
향후치료비 6,302,108

위자료 7,000,000
소계 44,521,619

G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5,889,365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7,029,079

향후치료비 6,386,018
위자료 7,000,000
소계 36,304,462

2013가합70861 계 264,688,911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70908

A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306,293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6,359,227

향후치료비 6,428,616

위자료 7,000,000

소계 26,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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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원고 배상책임(%) 손해배상구분 손해배상액(원)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70908

(계속)

B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457,508
향후치료비 6,450,318

위자료 7,000,000
소계 18,907,826

C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6,801,78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9,080,566
향후치료비 3,610,121

위자료 7,000,000
소계 36,492,468

D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8,456,93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225,777
향후치료비 6,364,800

위자료 7,000,000
소계 30,047,508

2013가합70908 계 111,541,938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

83836

A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471,87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7,474,705
향후치료비 2,159,068

위자료 7,000,000
소계 23,105,644

2013가합83836 계 23,105,644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5가합

548191

A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4,722,233

적극적 손해

기왕간병비 3,570,000

기왕치료비 37,266,658

향후치료비 9,009,840

위자료 5,000,000

소계 69,568,731

B 70

적극적 손해

기왕간병비 1,855,000

기왕치료비 15,422,848

향후치료비 4,666,480

위자료 5,000,000

소계 26,944,328

2015가합548191 계 96,513,059

서울고등법원

2015나

2069677

A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7,365,569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4,192,143

기왕개호비 9,254,000

위자료 5,000,000

소계 35,811,712
2015나2069677 계 35,8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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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원고 배상책임(%) 손해배상구분 손해배상액(원)

서울고등법원

2015나

2071946

A(개명전

B)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5,190,155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181,351
기왕개호비 2,246,741
향후치료비 2,337,757

위자료 3,000,000
소계 17,956,004

C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20,743,752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0,009,538

기왕개호비 2,585,442
향후치료비 2,834,717

위자료 7,000,000
소계 43,173,449

D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38,858,564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5,871,083
기왕개호비 726,878
향후치료비 4,407,000

위자료 10,000,000
소계 79,863,525

E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1,060,109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310,516
기왕개호비 1,554,091
향후치료비 2,337,757

위자료 5,000,000
소계 24,262,473

F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2,611,589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3,087,781
기왕개호비 8,469,190
향후치료비 2,834,717

위자료 7,000,000
소계 44,003,277

G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28,713,536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4,927,916
기왕개호비 4,247,761
향후치료비 4,407,000

위자료 7,000,000
소계 49,296,213

H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25,804,617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694,507
기왕개호비 4,038,079
향후치료비 3,912,945

위자료 5,000,000
소계 47,4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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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원고 배상책임(%) 손해배상구분 손해배상액(원)

서울고등법원

2015나

2071946

(계속)

I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30,576,73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270,875
기왕개호비 7,141,092
향후치료비 4,391,465

위자료 7,000,000
소계 57,380,162

J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6,980,288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921,019

기왕개호비 2,628,199
향후치료비 2,337,757

위자료 5,000,000
소계 25,867,263

K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53,861,448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4,826,532
기왕개호비 6,722,475
향후치료비 4,407,000

위자료 10,000,000
소계 89,817,455

L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6,161,376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8,204,944
기왕개호비 2,931,929
향후치료비 2,321,088

위자료 5,000,000
소계 44,619,337

M 70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19,136,627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6,457,136
기왕개호비 4,335,143
향후치료비 4,407,000

위자료 7,000,000
소계 41,335,906

N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687,770
기왕개호비 6,345,570
향후치료비 2,814,358

위자료 5,000,000
소계 22,847,698

O 70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165,037
기왕개호비 819,429
향후치료비 2,329,422

위자료 5,000,000
소계 10,313,888

2015나2071946 계 598,186,798
총합계 1,916,18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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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사건번호 판결선고일자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8893 2014-05-27

2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6553 2018-12-1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0370 2018-10-17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6897 2017-10-26

5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6나2001210

2013가합522263

2017-08-17

2015-12-16

6
광주지방법원(항소심)

광주지방법원(1심)

2016나56393

2014가소555509

2017-05-12

2016-08-16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233 2017-01-1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4280 2017-01-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8904 2016-11-3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 2016-11-0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113 2016-11-01

12
서울북부지방법원(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1심)

2015나34671

2013가단48101

2016-10-18

2015-10-0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528 2016-09-0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852 2016-07-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0850 2016-06-1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5738 2016-06-1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831 2016-05-04

18
대전고등법원(항소심)

청주지방법원(1심)

2015나10616

2012가합4135

2016-05-03

2015-04-2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6023 2016-04-2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861 2016-04-2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908 2016-04-27

[부록 2] 분석에 사용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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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역 사건번호 판결선고일자

22

서울고등법원(본소_항소심)

서울고등법원(반소_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본소_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반소_1심)

2014나996

2014나1005

2012가합54886

2013가합68158

2016-01-14

2016-01-14

2013-11-26

2013-11-2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125 2015-12-01

24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5나2071946

2013가합549978

2016-11-10

2015-11-18

25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5나2069677

2012가합97524

2016-11-10

2015-11-1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836 2015-11-18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5487 2015-10-29

28
부산지방법원(항소심)

부산지방법원(1심)

2013나44420

2012가단30621

2015-09-10

2013-12-13

29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1심)

2013나51195

2013가합80

2015-08-20

2013-07-2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468 2015-06-24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016 2015-05-01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847 2015-03-25

3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1784 2015-01-29

34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2나97262

2011가합45038

2015-01-22

2012-11-07

35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3나2030422 2015-01-15

36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1심)

2013나2013656

2011가합14788

2014-06-12

2013-06-11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502 2014-04-23

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945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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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0900 2014-02-05

40
부산고등법원(창원) (항소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1심)

2012나4384

2010가합1605

2014-01-24

2012-09-06

41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2013나8658

2012가합516667

2015-01-15

2013-10-30

42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131 2013-10-02

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707 2013-07-09

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3766 2013-04-25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5704 2013-01-29

46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126 2013-01-23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394 2013-01-22

48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수원지방법원(1심)

2011나16457

2010가합11692

2012-12-06

2011-01-20

49
서울남부지방법원(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1심)

2012나5488

2010가단61759

2012-12-06

2012-04-13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731 2012-05-02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309 2012-02-14

52

대법원선고(상고심)

서울고등법원(항소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심)

2011다42294

2009나111434

2007가합10487

2012-03-29

2011-05-12

2009-10-30

53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2844

2011가단1485

2013-04-12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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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view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related to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in Korea

YeonHee Woo

Graduated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 Yoon, Kim, MD, Ph.D.)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related to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in Korea.

Methods: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line database was used for judgement

reports relating to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or ‘hospital acquired infection’

or ‘nosocomial infection’ from 2011 to 2016 under the system of internet pursual

work. Total 94 cases were collected in the medical malpractice suits related to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Both descriptive quantitative analysis on 94 cases

and qualitative analysis on 4 cas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1. The average duration of lawsuits from the happening of the medical suits to

end of the ruling, took 4.12 years.

2. 61 cases(64.9%) were sentenced from district court(1st trial), 32 cases(34.0%)

from high court(2nd trial), 1 cases(1.1%) from Supreme court(3rd trial).

3. 60 cases(63.8%) were partial wins for plaintiffs, 34cases(36.2%) were plaintiff’s lose.



- 94 -

4. Damages arose out of violations of duty of care in 55 cases(58.5%), violations of

duty of explanation in 2 cases(2.1%), and violations of duty of both care and

explanation in 5 cases(5.3%).

5. Regarding types of hospitals, the private clinics accounted for 52 claims(55.3%),

the secondary hospitals took 21 claims(22.3%).

6. Regarding types of medical departm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were 47

cases(50.0%), neurosurgery were 12 cases(12.8%) and orthopedics were 9

cases(9.6%).

7. The most frequent procedure of the accidents was administration and injection,

50 cases(53.2%). Secondly, operation accounted for 29 cases(30.9%).

8. Patients’ status caused by malpractice were 68 disabilities(72.3%), 18 cases(19.2 %)

were death.

9. Regarding types of pathogen, MRSA was 22 cases(17.7%), pseudomonas was 10

cases(8.1%) and acinetobacter was 7 cases(5.7%).

Qualitative analysis showed causes of malpractice litigations as medical conduct

of the unlicensed practitioner and violations of duty of care related to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lack of infection control system.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medical malpractice related to the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trengthening infection control capacity of

healthcare providers and infection control system of the healthcare should be

implemented first. Also,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by national level.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prepare countermeasure of predictable accident

related to the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Key Words: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ospital-acquired infection, nosocomial

infection, medical malpractice, medical liti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