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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authors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documentation of cases referred to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between 2004 and 2008 to build a database for improving
future medical investigations.
MethodsZZThe cases in the documen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key words and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categories of keywords used were as follows : type of psychiatric disorder, inquiry about the disorder, death (including suicide), type of accident, referring institution,
and inqui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order and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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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ZZFirstly, mood and psychotic disorders were the most common types of psychiatric disorder. Secondly, the most common cases were industrial accidents and medicine-related cases.
Thirdly, etiology were most commonly asked inquiry about the psychiatric disorder, and in the
core issues extracted from the documents, a causal relationship and a medical malpractice were
most common. Finally, the most common referring institution was the Court.
ConclusionZZ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sychiatrist, who is both a clinician and an investigator, should try to maintain reliability and objectivity in conducting medical investigations. In
addition, to help medical investigations, there should be greater professional consensus on the
evalu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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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상이 매우 다양하고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이 내려
지는 경향이 높으며, 객관적인 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심의위원회는 신경정신과분야 환

우가 흔하고, 환경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변화되기 쉬운

자 진료의 적정 진료, 안전관리, 의료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1) 따

와 대책 연구를 위해 구성되었다. 진료심의위원회의 주요 업

라서 신경정신과 문제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는 평가자 개

무 중 하나는 신경정신과 관련 법적 소송이나 공적 업무 등을

인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뇌

주된 내용으로 의뢰되는 각종 사실조회에 대해 학문적인 근

영상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의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정신과

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경정신장애

영역의 평가는 주로 정신과 의사의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에

평가의 타당성, 특정 사고나 사건과 정신질환의 인과관계 혹

의해 진행되므로 객관성의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결국 객관

은 과실 여부 등의 질의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적인 결과를 얻고자 진행하는 평가가 평가자에 따라 차이가

사건사고와 신경정신질환의 인과관계, 신경정신장애의 정
도 평가는 재정적인 지원, 기초생활의 보장, 의료자원의 활용

생김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법적 소송에 이르는 문제를 유
발시키기도 한다.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개인과 제한된 자원을 제공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보다 신뢰성이 높은 기관의 평

야 하는 단체나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중재에 있어

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질환이나 신경정신장애는 그 양

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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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실조회

위원회에 의뢰된 사실조회서 중 신경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와 답변을 제공해야 하여

193건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야 한다. 이들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은 소송 과정에서 참고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사실조회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판례로 남기 때문에 분쟁의 당사자

항목들로 분류하고 색인(index) 작업하여 데이터베이스화의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1) 관련정신질환(이하 질환), 2) 질

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심의위원회 역시 앞서

환 자체에 대한 사실조회 내용(이하 질환 내용), 3) 사망 사고

언급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할 뿐 아니라 사실

여부, 4) 사고나 사건의 유형(이하 사건 유형), 5) 질환과 사건

조회의 특성상 환자와의 면담 없이 주어진 정보에 근거해서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내용(이하 심의 내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용), 6) 의뢰처. 또한 색인화 작업에 부가하여 각 항목들의 상

지난 십 수년 동안 진료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실조회 작업이

호관련성 및 연도별 사실조회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

였다.

지 않아서 사실조회가 의뢰되면 매 사건마다 새로이 접근하

질환들은 ICD-10을 기준으로 하여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여 답변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신과적 평가에서

망상장애(F20-F29, 이하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F30-

있어 어떤 평가 방법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사

F39),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성 및 신체형 장애(F40-F48,

사건사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수렴하여 답변을 제

이하 신경증 장애), 정신활성 물질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

시한다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평가의 공신력에 더욱 보탬이

태장애(F10-F19, 이하 중독), 증상성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질

될 수 있을 것이다.

환(F00-F09, 이하 기질성 장애), 정신지체를 포함한 소아청

200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소년질환(F70-F98, 이하 소아청소년질환), 기타 질환, 질환 미

조회와 관련된 현실적인 상황, 그 중요성과 파급 영향, 기존

상 등으로 대분류하였다. 각 대분류 각각에 포함되는 상세 질환

자료의 체계적 분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사실조회에서는 조회 내용의 대상이

서 지난 4년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뢰된 사실조회의 내

되는 질환에 부가하여 다른 정신질환(추정진단이나 혹은 동

용을 분류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체

반질환, 과거력상의 정신질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가 많았다. 따라서 주가 되는 질환을 1차 질환, 부가 되는 질환

신뢰성이 높은 답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

을 2차 질환으로 분류하여 1차 질환을 중심으로 분류, 분석하

구를 계획하였다.

였으며 이들 1, 2차 질환을 모두 포함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질환 내용은 질의 내용에 따라 병인, 증상, 진단, 치료, 경

방

과 및 예후로 분류하였으며, 각 사건에서 주된 질의 내용을 중

법

심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된 질의 내용 외에도 동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심의

일 사건에서 이들 질의 내용이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

Table 1. The categorized mental disorders which was referred to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for medical investigation
Psychotic

Mood

Anxiety and stress-

disorder

disorder

related disorder

Acute and
transient

Bipolar affective Adjustment
disorder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disorder

Child-and-ado-

Organic mental

Other

lescent disorder

disorder

disorder

Mental

Dementia

retardation

Dissociative
convulsion

psychotic disorder
Persistent
delusional

Depressive

Acute stress

disorder

reaction

disorder

Mental and

Pervasive

Mental disorders, Gender identity

behavioural disorders developmental

due to brain

due to psychoactive disorder

damage and

substance use

disorder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Schizophrenia

Generalized

Pathological

anxiety disorder gambling
Schizoaffective
disorder

Panic anxiety
disord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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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 disorder
Sexual abuse

사실조회 실태 조사 ▒ YH Ko, et al.

어 부가적인 질의 내용을 포함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사망과

질환의 경우 1차, 2차 질환을 포함하여 다중응답분석을

관련된 사건은 자살과 기타 사망으로 분류하였다. 의뢰처는

시행하였다. 기분장애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n=58,

빈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법원, 경찰청, 보건소, 군대,

26.4%), 정신병적 장애(n=43, 19.5%), 신경증 장애(n=32,

국가인권위, 기타 공공기관, 개인, 노무사, 기타 의뢰처 등으

14.6%), 중독(n=27, 12.3%)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었다(표

로 분류하였다.

2). 사실조회의 주된 대상이 되는 1차 질환의 빈도에서도 기

심의 내용은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사실조회 내용을 숙

분장애(n=51, 26.4%), 정신병적 장애(n=36, 18.7%), 신경증

지한 이후 심의 항목으로부터 키워드를 찾아내고, 빈도가 높

장애(n=29, 15%), 중독(n=26, 13.5%) 순이었으며, 연도에

은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과실유무,

따른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인과관계, 후유장애, 개호여부, 기여도, 판단능력, 기타. 심

사건 유형은 산업재해(n=50, 25.9%)와 의료사고를 비롯한

의 내용의 경우 중심이 되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 또한

의료관련사건(n=49, 25.4%)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군대

동일 사건에서 다양한 조합을 보이고 있어 부가적인 질의 내

관련사건(n=32, 16.6%), 범죄(n=21, 10.9%), 교통사고를 비

용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롯한 보험관련사건(n=19, 9.8%), 기타 유형 사건(n=22,
11.4%)순의 빈도를 보였다. 높은 빈도를 보이는 산업재해
와 의료관련 사건의 질환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통계 분석
범주형 변수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 다중응답분석, Fisher’s

경우 기분장애(n=23, 46.0%), 신경증 장애(n=12, 28.0%), 기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0.0(SPSS Inc,

질성 장애(n=7, 14.0%)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의료관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련의 경우 중독(n=16, 32.7%), 기분장애(n=10, 20.4%), 정

0.05로 설정하였다.

신병적 장애(n=9, 18.4%)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p＜
0.001)(표 3). 사건 유형의 빈도는 의뢰처에 따라서도 유의

결

한 차이를 보였다. 법원의 경우 산업재해(n=45, 29.2%), 의

과

료관련(n=27, 17.5%), 군대관련(n=27, 17.5%), 범죄(n=17,
전체적인 사실조회 의뢰 빈도는 2004년 68건을 최고로

11.0%), 보험관련(n=17, 11.0%), 기타(n=21, 13.6%)의 빈도로

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

전반적인 사건 유형에 대해 사실조회가 의뢰되었지만 경찰청,

에는 각각 20, 23건으로 비슷한 빈도를 보여주었다. 의뢰처

국가인권위, 보건소에서는 의료관련 사건이 각각 77.8%

는 법원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8건, 보건소와

(n=14), 100%(n=2), 80%(n=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의뢰 사

기타 공공기관 5건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도 국가인

건의 수가 연도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건 유

권위(n=2), 군대(n=1), 노무사(n=3), 개인(n=3) 등이 사실조

형의 분포는 연도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며, 의료사고를 비롯

회를 요청하였다. 의뢰처에 따른 빈도는 연도에 따라 분포의

한 의료관련 사건의 의뢰도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질환 내용은 병인, 증상, 진단, 치료, 경과 및 예후로 분류

였으며(그림 1), 2008년에는 경찰청과 법원만이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다.

080

Total

Number of request

70

Court

60
50

Percent of

n

Percent (%)

Mood disorder

58

26.4

31.0

Psychotic disorder

43

19.5

23.0

Anxiety and stress-

32

14.6

14.4

Addiction

27

12.3

14.4

Organic mental

20

09.1

10.7

12

05.5

06.4

Other disorder

15

06.8

08.0

Unknown

13

05.9

07.0

22000

00100.0000

117.60

cases (%)

related disorder

40
30
20

disorder
Child-and-adoles-

10
0

Table 2. Multiple response analysis of mental disorders related
with the request to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for medical investigation between 2004 and 2008

cent disorder
2004

2005

2006

2007

2008

Years

Fig. 1. The annual number of request to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for medical investigation between 2004 and 2008.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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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stribution of mental disorders in each type of accident
Psychiatric disorder (n, %)
Type of
accident

Organic

Anxiety and

Child-and-

mental

stress-related

adolescent

disorder

disorder

disorder

0 (0)0.

7 (14.0)

14 (28.0)

0 (0)0.

0 (0)0.

4 (8.0)

09 (18.4)

16 (32.7)

3 (6.1)0

2 (4.1)

2 (4.1)

05 (10.2)

2 (4.1)

19 (59.4)
02 (10.5)

0 (0)0.

0 (0)0.

0 (0)0.

3 (15.8)

2 (6.2)
05 (26.3)

1 (3.1)
05 (26.3)

0 (0)0.
1 (5.3)

0 (0).0

Mood

Psychotic

disorder

disorder

23 (46)00

2 (4.0)

10 (20.4).

Military-related

8 (25.0)

Insurance-

3 (15.8)

Industrial

Addiction

Other
disorder

Unknown

accident
Medicinerelated
2 (6.2)

related
Crime-related

0 (0)00

2 (9.5)

09 (42.9)

0 (0)0.

04 (19.0)

1 (4.8)

04 (19.0)

01 (4.8)0

Others

7 (31.8)

2 (9.1)

1 (4.5)

2 (9.1)0

2 (9.1)

2 (9.1)

2 (9.1)

04 (18.2)

Table 4. Multiple response analysis of inquiries about the disorder
in the request to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for medical
investigation between 2004 and 2008

있었고, 자살과 관련된 경우는 8.2%를 차지하였다(p＜0.001). 질
환별로는 기분장애(42.4%), 정신병적 장애(13.6%), 중독(13.6%)

Percent of

의 순으로 사망 사건의 빈도가 높았다(p＜0.001). 자살의 경우

cases (%)

는 기분장애에서 빈도가 높았으며(p＜0.001), 자살 이외의 사

n

Percent (%)

Etiology

091

028.8

050.0

Symptom and sign

068

021.5

037.4

Diagnosis

045

014.2

024.7

Treatment

047

014.9

025.8

하여 사망 사건의 수 혹은 자살 사건의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Course and prognosis

065

020.6

035.7

보이지만, 사망 사건의 비율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Total

316

100.0

173.6

않았다.

망은 중독(36.4%)과 정신병적 장애(22.7%)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01). 사실조회의 수가 연도에 따라 감소

핵심적인 심의 내용은 사건사고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Number of case

120

대해 의견을 요청한 경우가 54.4%(n=105)로 가장 빈도가 높

105

100

았으며, 과실유무가 21.8%(n=42), 후유장애 10.4%(n=20),

80

기타 10.4%(n=20), 판단능력 3.1%(n=6)의 빈도를 보였다
(그림 2). 다중응답분석 결과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심의 내

60
42

40

용이 50.9%, 과실유무 22.8%, 후유장애 14.0%, 기타 10.8%,
20

20

20
6

여부(1.9%)에 대한 평가 요청도 있었다.

0
Causal
relationaship

Malpractice

Medical

Ability of

disability

Judgement

판단능력 2.8%였으며, 핵심 심의 내용에서는 없었지만 개호

Others

Fig. 2. The proportion of core issue in the request to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for medical investigation between 2004
and 2008.

사건에 따른 분류로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산업재해
의 경우 90%(n=45)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 요청이었으
며, 10%(n=5)는 후유장애에 대한 의견 요청이었다. 이와 유
사하게 군대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93.6%(n=30)가 인과관계

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응답분석의 결과에서

에 대해 의견 요청을 하였으며, 보험관련의 경우에도 57.9%

는 병인(n=91, 28.1%), 증상(n=68, 21.5%), 예후(n=65,

(n=11)가 인과관계에 대해 요청하였다. 반면에 의료관련 사건

20.8%), 치료(n=47, 14.9%), 진단(n=45, 14.2%) 순의 빈도

의 경우 81.6% (n=40)가 과실유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를 보였으며(표 4), 질환에 대한 1차적인 질의 내용도 병인

다른 사건의 유형과는 차이를 보였다(p＜0.001). 질환별로 보

(32.1%)에 대한 질의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경과 및 예후

면 기분장애, 신경증 장애, 정신병적 장애는 각각 72.5%

(25.9%), 진단(18.7%), 증상(16.6%), 치료(6.7%)의 순으로 높

(n=37), 79.3%(n=23), 66.7%(n=24)로 인과관계가 높은 빈도

은 빈도를 보였다.

를 차지하였으나 중독의 경우에는 과실유무(n=13, 50%)가 가

사망과 관련된 사건은 64건이었으며, 그 중 자살 사건은

장 많았으며 기질성 장애의 경우에는 후유장애에 대한 심의

64.4%(n=38)를 차지하였다. 사망은 의료관련 사건에서 가장

내용이 46.7% (n=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01).

높은 빈도를 보여 사망과 관련된 경우의 32.7%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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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2,543건, 2007년 2,746건, 2008년 3,123건으로 매년 증가하
고 있으며,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2004년 802

사실조회는 법원에서 사실관계의 판단을 위하여 증거를

건, 2005년 867건, 2006년 979건, 2007년 766건, 2008년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특정 사

748건으로 연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5) 따라서 의료관련

실의 확인을 구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며 대개 신체감정의 결

사건의 빈도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사법통계와

과 회보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질의하고 회신

일치하지만, 산업재해의 사실조회 의뢰 빈도가 감소하는 것

을 받는 절차로 활용되고 있다.2) 본 연구는 대한신경정신의학

은 국내 통계에 반하는 결과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추

회 진료심의위원회에서 회신된 사실조회 사건들의 특성을 분

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법원에서는 정신과 의료감정의 다양

류, 조사, 분석하고 추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

성과 주관성을 인지하여 사실조회 의뢰를 줄였을 가능성이

어 기초를 마련하고자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정신과 영역

193건의 사실조회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

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이해가 증가되면서 사실조회의 필요성

을 염두에 두고 키워드를 추출하여 각 사건을 분류하였다.

이 감소하였을 수도 있다. 실제 정신과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

대한의사협회를 거쳐 신경정신의학적 전문 의견이 요청된

는 자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심의위원회에 사실조회가 의뢰되는

있으며, 판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사실의뢰

데, 일부 행정 절차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

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기구를 통한 분쟁

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요

해결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산재

청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약 80%의 사실조회가 법원에서 의

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에 걸친 전문가 평가를 시

뢰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되는 의료감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

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문의 제도와 국가보훈처의 보

었다. 의료감정은 의료와 관련된 사항의 감정으로, 법적 판단

훈심사위원회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

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급된 것처럼 정신과 영역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법관을 도와 의료와 관계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의사의 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그 빈도는 감소하였다 하더라

3)

문 견해와 판단을 요구한다. 특히 기록에 대한 감정을 요청

도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받은 경우는 피감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의료감정은 장애와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객관

관련된 감정이나 진료의 적절성에 대한 감정이 차지하고 있

성이나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장애와 관련된 산업재해, 보

기 위해 평가자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진료심의위원

험관련, 군대관련 사건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심의내용이

회에서 답변하는 대부분의 사실조회는 내용상 사실조회이기

많았던 반면 의료관련 사건에서는 과실유무에 대한 심의 내

보다는 기록 감정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과 어

용이 81.6%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조회 의뢰된

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조회와 감정은 공공기관의 법적

의료관련 사건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평가

판단을 위해 의사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유사성은

를 요청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의

있으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와 정보의 양, 소

료관련 사건과 관련된 질환은 주요정신질환(정신분열병, 우

요되는 시간 및 기회비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울증, 조울증)이 38.8%이었으나, 알코올중독을 비롯한 중독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와 의료감정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양식

은 32.7%로 타 질환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의료

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의 질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각각

관련 사건 중 사망과 관련된 경우는 32.7%를 차지하고 있었

의 답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자살과 관련된 경우는 8.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구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사실조회의 의뢰 빈도가

결과는 2002년에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실조회문건

연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조회 의뢰

을 분석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2002년 대한신경정신의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원 의뢰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 판단

학회에서 발행된 신경정신과 의료사고 예방집에서는 의료사

된다. 법원에서 의뢰된 사실조회는 산업재해와 의료관련 사

고의 질환 분포는 정신분열병과 조울증, 주요우울증 등 주요

건이 46.7%를 차지하였는데,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해마다

정신질환이 51.2%였던 반면, 중독은 19.5%였다. 또한 39%

사실조회의 의뢰 건수가 감소하였고, 의료관련 사건은 연도에

의 의료사고가 사망과 관련되어 있고, 자살 사건은 4.9%이었

따른 빈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국내에서의 산업재해

다.6) 본 연구와 기존 보고서에서 주요정신질환 관련 사건이 여

관련 소송은 2004년 2,082건, 2005년 2,318건, 2006년

전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살을 포함한 사망과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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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경우도 유사한 빈도를 보였다. 주요정신질환을 경험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Ahn 등7)이 2001년 정신 및 행동 후

하는 환자들의 경우 신체 불편함에 둔감하여 적극적인 불편

유장애 평가기준에 대해 연구총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

감을 호소하지 않아 내과적 문제의 의한 후유증이나 사망 사

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개발위원회에서도 한국장애평

고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정신과 치료의 특성상 진정

가기준개발사업 보고서를 2008년 발표하여 정신 및 행동장

약물 혹은 강박 등에 의한 내과적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고 특

애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8) 그러나, 평가 내용이나 방법 등

히 정신과 입원 환자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등이 관

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련 문제의 빈도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추정된다.6) 특히 본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절실하다. 또한 법조인

연구에서 중독의 빈도가 기존 보고서보다 높은 데 이러한 차

이나 보험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의

이로 최근 5년간 중독과 관련된 의료관련 소송이 증가하였

를 통해 합리적이고 통용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확립과 수정

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알코올중독을 비롯한 중독 환자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진료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함을 제시

본 연구는 진료심의위원회에 의뢰된 사실조회 내용만을 검

해준다. 더욱이 자살과 관련된 사실조회가 줄지 않고 의뢰되

토, 분석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고 있으므로 진료 시에는 자살과 관련된 평가 및 기록을 통해

지만, 크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작게는 회원인 정신과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전문의가 법률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더욱 중점

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을 두고 관여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현장 진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들

연구를 통하여 얻은 키워드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데이터

의 법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베이스화하게 된다면 유사 사건이나 의뢰에 대해 기존 자료

사건 유형에 따른 질환의 분포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

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을 확립

증과 양극성 장애 등의 기분장애와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병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연구나 근거에 따라 수정 보완

장애가 가장 많았다. 또한 질환에 대해서는 병인에 대한 질의

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첨부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의

가 가장 많았으며, 핵심적인 심의내용도 사건이나 사고와 질

견을 반영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객관

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

적이고 보편적인 대응이 어려운 정신과적 평가나 감정에 도

는 사실조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고가 기분장애나 정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실조회의 답변에 소

신병적 장애의 발생이나 경과에 관여하는 정도를 판단하기가

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유전

생각된다.

학적, 정신사회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질
환이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실

결

론

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특정
요인이 이들 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심의위원회는 각종 사실조회에

있는 근거나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환자

대해 감정을 시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료 감정은

의 발병 전 기능과 질환의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의뢰받은

법적 판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견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관련성을 결정하게 된

해와 판단을 제공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가

다. 이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

요구된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 자료의 체계적 분류에 대한 필

므로 기존의 판례나 사실조회 답변 등을 통해 기준으로 사용

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지난 4년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

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립하는

뢰된 사실조회의 내용을 분류, 분석하여 정리하고 향후 보다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기존 자료의 데이터베

신뢰성있는 사실조회 답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스의 구축이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교통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

고 등의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다

실조회로 의뢰된 질환은 기분장애와 정신병적 장애가 가장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임상의의 판단에 기초를 제공해 주어

많았다. 둘째, 산업재해와 관련된 분쟁뿐 아니라 의료사고와

야 할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이들 질환의 결과로 나타날 수

같은 의료관련 사건사고도 높은 빈도로 의뢰되고 있었다.

있는 영구 혹은 한시장애나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해서도 공

셋째, 인과관계 혹은 과실유무에 대한 감정 요청이 가장 많

청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판

았으며 질환 자체에 대한 문의도 병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단의 지표를 제공해 줌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

였다. 넷째, 소송과 관련되어 법원에서 의뢰된 경우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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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의료사고 및 분쟁의 당사자인 의료
인이자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들은 유사 사건사고의 감정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
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중심 단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사실조회·
신경정신질환·의료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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