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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검토

1. 사실관계(수술 및 사망경과)

2. 감정결과(부검결과, 기록감정, 사실조회 등)

3. 각 법원의 3판결요지

4. 검토

Ⅲ. 전문간호사 제도

1.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

2. 전문간호사 제도의 기대효과

3. 국내 마취인력현황과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4. 소결

Ⅳ. 외국 마취전문간호사 현황

1. 미국 마취전문간호사 현황

2. 국제마취간호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Nurse Anesthetists)

3. 미국 마취간호사 관련 법규

4. 검토

Ⅴ. 결 론

I. 문제의 제기

현행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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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으며(제1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상병자(傷病

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각각 규정하고(제2조 2항 1호, 5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제78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의

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제12조 1항)하

고 있어 일반적인 의사의 의료행위(medical practice)와 간호행위(nursing 

practice) 및 조산행위(midwife practice)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간호행위를 의학적 업무의 한 역으로서 규율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에는 

현 의료법에서 간호행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법원도 의료인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이해1)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므로 판례상 의료행

위 개념정의와 분리된 별도의 간호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2) 

최근에 선고된 판례 중 간호사가 행한 업무에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한 법원 판례3)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

1) 판 1987.11.24 선고 87도1942.
2) 김기경, “간호행위의 현 적 의의”,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1호, 2007, 제95면; 류지태, 

“의료행위의 개념”, 고려법학, 제39권, 2002, 제78~79면. “기존 판례상의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내용은 의료인 모두를 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산행위나 간호행위를 

배제하는 개념정의로 이해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간호행위와 조산행위

의 새로운 역행위들에 해서는 이러한 행위유형들을 의료행위개념에 포함되는 ‘요양

지도’의 개념하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판례상의 의료행위에 한 개념 

정의에서 별도로 간호행위나 조산행위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 로 진찰 ․ 환부소독 ․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 2007.9.6. 선고 2006
도2306 판결), 의료법인 이사장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

독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한 사안에서, 무면

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원 2007.7.26. 선고 2005
도5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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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로 판시한 판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가령 의과 학 졸업후 국가고

시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인턴, 전공의 수련을 전혀 받지 않

음)의 일반의사(GP)가 마취시술, 성형수술,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등 

전문 진료과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

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 역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경우 간

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간호사와 달리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

의 경우도 일반적인 간호사처럼 단순히 진료보조 행위만 할 수 있다면 전문

간호사 자격인정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임상현실은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 업무를 진료협력간호사(이하 

‘PA’, Physician Assistant)4)가 신하고 있으며, 수술을 많이 하는 형

병원의 경우 특히 마취인력 부족으로 PA가 마취유지(모니터링) 등 전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모 학 ‘흉부외과 전담간호사 업무규정’에

는 PA를 체외순환사(심폐기사)5), 병동 및 중환자실 전담간호사6), 수술

Assist 전담간호사7)로 직무에 따라 분류하여 의사(사실상 흉부외과 전공의

업무)의 업무를 체하고 있다.

4) 전문간호사와 다른 임상전담간호사 ‘PA’는 병원 자체 내 훈련을 통해 필요한 진료과에

서 업무를 하는데, 병원간호사회가 150병상 이상 병원을 상으로 조사(‘08.22~7.31)한 

결과 PA간호사는 내과계가 125명, 외과계가 673명으로 외과가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외과 중에도 흉부외과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113명, 외과가 107명 순이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6958&page=5).
5) 심폐기사를 담당하는 PA는 ‘체외순환업무 전반을 운용하는 전문기술인, 또한 인공 심폐

기의 선택과 운  각종 심폐기 관련 기자재의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최신 의료기술을 습

득하며 특수한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인’으로 정의되어 있다.
6) 중환자실 PA업무에는 wound dressing, stitch off, lung care, ABGA, feeding tube change, 

cardiac massage, intubation, chest tube remove 등의 처치를 직접 혹은 의사를 보조하여 

시행한다.
7) 수술실 PA업무에 SICU로 환자 이송 직후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bleeding 양상 등을 관

찰하고 필요한 처치가 있을 시 조치를 취한다.



176  김 경 례

이러한 임상 현실을 생각할 때,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의 기준이 명확

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 간호사들은 자기의 업무가 무면허 의

료행위로 간주될 위험에 처해 있어 늘 불안한 가운데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

며, 석사과정을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 업무에도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시술한 척추마취8)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한 판례검토와 함께 전문간호사제도에 해 살펴봄으로써 무면허 의료

에 해 고찰 해보고 싶다.

II. 대상판결 검토

1. 사실관계(수술 및 사망경과)

1) 환자(34세)9)는 □병원에서 외과과장(집도의사, 이하에서 ‘A’로 칭함)

에게 2004.5.10. 13:00경 글리세린 관장을 하고 치질수술을 기다렸다. □

병원은 수술실이 1개밖에 없는데 다른 환자가 전신마취를 통한 척추고정수

술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16:00경 A는 전신마취를 담당하고 있는 마취전

문간호사(이하에서 ‘B’로 칭함)에게 치질수술을 위해 마취를 부탁하고, 수

술실 옆 수술준비실10)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A는 1층 응급실에 있던 수

8) 척추마취(脊椎痲醉)는 척추의 경막 하강에 마취제를 주입하여 척수(脊髓)에서 나오는 

신경근(神經根)을 마비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 요추 마취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단시

간의 간단한 수술에 주로 사용한다.
9) 피해자 박○○는 2004.5.7. 위 병원 외과 초진결과 감돈성치핵으로 진단, 10일 치핵절제

술을 받기로 하고 간단한 소염진통지와 근육주사를 처방받고, 10일 9:30 수술을 위해 입

원한 후 심전도, 혈액, 간과 신장기능검사, 흉부사진촬  등의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10) 수술준비실은 수술에 필요한 약품이나 수술도구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수술에 필요한 

조명장치나 수술 중 응급상황에 처하여 추가마취를 위한 마취기계, 환자 출혈에 

비한 전기 소작기 등이 구비되지 않은 곳이며, 포경수술 등 간단한 국소마취 수술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수술을 한 예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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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를 2층 수술준비실로 옮겨왔다.

2) 18:30경 환자가 입실하고 18:40경 테트라카인 20mg을 4ml 포도당

액과 섞은 다음 그중 8mg을 환자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주사침을 찔러 

주사하 는데 19:00경 환자가 항문이 조여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A는 내치

핵을 한 개를 떼어내고, 두 번째 치핵을 절제하던 중 19:10~15경 갑자기 

환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흥분상태가 되자 A가 옆방

에서 전신마취수술을 담당하고 있던 B를 불러 조치를 부탁하자, B는 신경

안정제 디아제팜 1앰플(10mg)과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 8mg을 정맥으

로 주사했다. A는 치핵절제술 당시 증류수 9.9 cc에 보스민11) 0.1 cc 희석

액 3~4 cc를 환부에 뿌려 지혈하 다.

3) 이후 다시 A가 수술을 재개하자 환자는 ‘하지 마, 하지 마, 아파, 거기

가 아니잖아, 몸을 돌려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통증

을 호소하고 몸을 요동치자 A는 남자 직원 2명을 불러 팔다리를 붙잡아 고

정시킨 후 두 번째 치핵을 절제하고 19:40~50경 수술을 종료했다.

4) 수술 시작 19:00경 환자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이었으나 10분 

후 145/90, 수술 도중 수축기 혈압이 230mmHg을 넘는 등 심한 고혈압이 

지속되다 수술 종료 후 20:00경 이후에는 80/40mmHg까지 저혈압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수술 중 맥박은 180회/분(정상 60~80)으로 심한 빈맥상태

다(19:37경 심전도상 심박동은 138회/분 호흡수 23회/분, 혈압 228/ 

167/118mmHg).

5) 19:50경 환자가 심한 경련을 하면서 혈압과 맥박이 불규칙해지자 A와

B는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소변줄을 연

결, 20:10경 이후 청색증이 나타나자 기도 내 삽관을 한 후 앰부백으로 산

소를 공급하면서 21:30경까지 에프네프린, 아트로핀, 덱사메타존 등의 약

물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 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21:35경 

11) 보스민은 에피네프린 원액으로 혈관을 수축하여 지혈작용을 하며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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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전원하 다. 전원 당시 환자12)는 자발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어 

뇌기능 손상 및 심정지 상태 고 21:35~22:20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

으나 회복되지 않고 22:25경 사망하 다. 검사는 집도의사, 전문마취간

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 다.

2. 감정결과(부검결과, 기록감정, 사실조회 등)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약독물 검사상 혈액 및 뇌척수액에서 리도카

인, 트라마돌, 아트로핀, 디아제팜이 검출되었고, 척수마취부위 피부근육

에서 디아제팜이 검출되었으며, 요척수에서 테트라카인 및 리도카인과 디

아제팜이 검출되어 국소마취제에 의한 전신 중독반응을 먼저 고려할 때, 

국소마취제가 혈관 내로 과량 흡수되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중추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독성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 국소마취제 자

체에서 발생하나 이들에 첨가된 혈관수축제 및 방부제에 의할 수도 있다. 

척추마취 시행 후 통증호소와 혈압이 상승된 상황에서 적절한 마취가 이뤄

졌는지, 혈압상승 후 약물투여와 혈압조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이 

진행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실조회( 한의사협회)회신: 수술시작 직후 19:10경 혈압(180/130

mmHg)이 높아지고 참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을 때 추가적인 마취가 이루

어져야 할 시기인데 이 상태에서 수술은 마취가 안 되어 생살을 째는 수술

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혈압증가 조절을 위해 진정제 디아제팜(바륨)

과 혈관이완제 하이드랄라진이 투여되었고 리도카인이 검출된 바, 국소마

취제인 리도카인이 항문 주위에 주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인의 추정은 

척추마취로 인한 혈관이완과 리도카인의 국소마취로 무통상태에 도달하면

서 5~10분 후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혈관수축은 사라지면서 바륨과 하이

드랄라진 투여로 심한 혈관이완상태가 되어 저혈압이 초래되었고, 중추신

12) 수술 당시 실혈량은 50 ml 정도로 많지 않았고, 기왕력이나 특이체질 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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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호흡중추 억압으로 호흡저하 또는 무호흡상태가 되었으며, 수술도우

미들의 환자 억압 시 기도가 폐쇄되었을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심폐소생술 중 발생하는 산증을 교정하기 위한 약제인 중탄산소다

(NaHCO3)를 투여하지 않은 점, 전기충격기 사용이 없었던 점, 이런 약제

나 장비가 없었다면 신속히 형병원에 후송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

3. 각 법원의 3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요지13)

피고인 A와 B는 마취시술과 치핵제거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

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됐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다 혈관에 잘못 주입된 리도카인

의 전신성 독성반응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해14) 심박동이 정지된 후에도 

적절한 처 없이 뒤늦게 심폐소생술과 후송하여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B는 마취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마취전문의를 포함한 의사만이 시

행할 수 있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시술과 관련한 보조행위만을 할 수 있

음에도 척추마취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

인 A는 지혈제인 보스민 희석액 2 cc를 환자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A는 금고 10월 및 벌금 500,000원(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 B는 징역1년을 선고하

다.15)

13)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302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14) 피고인 B가 항소심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주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지혈제 보스

민을 과다 투여한 후 극도로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수술을 진행하 다고 주장, 2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리도카인을 치핵 부근에 투약하여 혈액으로 침투하 다고 내

용을 변경하 다.
15) 이 판결에 해 집도의는 항소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전문간호사는 항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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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심 판결요지16)

피고인 B는 마취의사가 아니므로 마취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환자의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농도 10% 포도당을 

섞은 티카인(tetracain, T-cain) 8mg의 마취액을 투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 다. 척추마취를 시행한 후 현장에서 환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

상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

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수술을 계속 진행하

다 환자가 혈압상승으로 인해 심박동이 정지되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으로 후송한 업무상과실로 환

자를 사망하게 하 다.

환자의 유족들이 금전적 위자를 받았고 환자의 처가 피고인 B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 역에서 발생한 점, 원심공동피고인 집도의 A의 형평성, 사고경위 등

을 비롯하여 B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을 선고하 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의 형 집행을 유예한다).

다. 대법원 판결요지

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

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

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2006도2306 판결 참조)

16)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8.1.10. 선고, 2006노1326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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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인정을 받은 마취전

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

받은 것뿐이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

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

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진한 노력을 다하 더라면 자기행

위에 해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

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

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

다( 법원 2005도3717, 2007도191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

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

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뿐

이므로, 피고인이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

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

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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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환자의 사망 경위를 보면, 수술실이 아닌 수술준비실에서 무리하게 수술

을 시도한 점, 불충분한 마취, 환자의 통증 호소와 고혈압 상태에도 불구하

고 적절한 조치(투약)를 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한 점, 응급조치와 전원 지

연, 마취간호사가 수술실과 수술준비실 두 곳에서 수술이 진행되어 마취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환자 곁에 keep해서 마취

유도 모니터링이 불가능함)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집도의사 A, 전문간호사 B)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

책임에 한 각 법원의 판례를 1) 자신의 고유 업무에 따른 책임귀속 여부 

2) 전문간호사의 주의의무 판단에서 의료 환경의 고려 3)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등에 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2심판결에서 수술에 참가한 집도의 A와 마취담당 간호사 B의 업무에 

따른 책임부담이 명확하지 않다. 척추마취를 시행한 B는 “환자 옆에 상주

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도의와 협동

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할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통증을 호소하는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활력징후 변화 등을 감시하

면서 수술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안정제나 혈압강하제만 정주한 채 

수술을 강행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심폐소생술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뒤늦

게 전원한 과실이 있다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는데, 수술진행과 심폐소

생술 부분은 간호사 B보다 오히려 집도의 A에게 귀속될 책임17)으로 판단

된다. 고혈압에 한 투약의 적절성(바륨과 하이드랄라진을 투여해서 저혈

압을 초래한 점, 오히려 의식이 있는 상태이므로 경구용 혀 밑에 혈압강하

17) 의료분업에서 형사책임 귀속은 해당 주의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귀속되어

야 하는데, 본 사건은 수직적 의료분업에 해당되므로 진료과정에 총괄책임은 A에게 있

으며 B는 A의 지시 ․ 감독 하에 전문간호사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할 책임만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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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투여했다면 급속한 혈압 저하를 방지했을 것임)과 응급조치 미흡에 

한 책임은 오히려 집도의 A에게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집도의 A가 옆 수술실에서 척추고정술에 한 전신마취를 담당하고 

있는 B에게 치질수술 마취를 부탁한 점, 치질수술 진행 중 환자의 통증호

소가 있자, 옆방에서 전신마취 유지를 하고 있는 B를 불러 조치를 부탁한 

점으로 미루어 B는 마취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제 로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정상적인 수술진행이었다면 B가 마

취유지를 위해 환자 곁에 Keep한 상태로 마취유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

자상태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상황이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으

므로 주의의무 판단에 있어서 그 당시 의료 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

실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3) 법원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으로 허용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 행위를 했더

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척추마

취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마

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

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기준이 ‘인체에 위험

이 높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극히 추상적으로 생각되며, 마취시

술에 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집도의 A보다 오히려 마취전문간호사 B가 

더 높다. 

상판결은 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 사안에 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

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 ․ 감독여부와 무관

하게 ‘인체에 위험이 높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는 그 분야

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습득된 전문간호사(면허 외 국가자격인정도 무시)

일지라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로 사실상 처벌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제37조 2항)위배 논란도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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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문간호사 제도

1.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보건사회부장관이 간호원 면허 이외

에 업무분야별 자격을 인정18)한데서 출발되어 2000.1.12. ‘분야별간호사’

에서 ‘전문간호사’로 용어가 변경되었다19). 2003.10.1. 전문간호사 역이 

10개로20) 자격기준도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

로 교육과정은 학원(석사)과정으로 엄격하게 변경되었고, 이 자격기준은 

현재까지 그 로 유지되고 있다. 2006.7.7. 전문간호사 역이 10개 분야에

서 13개 분야21)로 확 되었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 배출22) 후 첫 시험

을 시행(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중환자(종양), 호스피스)

하 다.

미국은 1960년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간호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학원과정에 임상전문간호사 과정을 개정하 고, 미국간호협회(ANA)는 

전문간호사에게 석사학위 및 2~3년간의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

다. 1980년 부터 전문간호사 과정이 통합23)되어 ‘Advanced Practice 

18) 구 의료법(1973.2.16. 제정 법률 제2593호) 제56조(분야별간호원) 조항 신설, ‘보건, 정
신, 마취간호분야’ 3종으로 명시, 1977년 ‘마취간호과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습기관

과 교육시간, 실습 등에 관한 규정 명시함.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 55조에 의해 분야

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 추가.
19) 구 의료법(2000. 법률 제6157호)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54~56조.
20) 의료법시행규칙(부령 제261호), ‘전문간호사과정등에 관한 고시’에 ‘감염관리, 노인, 산

업,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과정 신설 및 자격기준 변경됨.
21) 보건복지부령(제364호)으로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해 ‘종양, 임상, 아

동전문간호사’가 추가되었다(규칙 제2조).
22) 2006년 한 해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가정 399, 감염관리 40, 노인259, 응급 57, 정신 

47, 종양 81, 중환자 111, 호스피스 54명 등 총 1,124명이었다.
23) 미국 전문간호사는 주 간호법에 근거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와 

분야별 간호사(Generalist)로 구분된다. APN은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
ist), 실무전문간호사(nurse preactitioner), 간호조산사(certified nurse midwife), 마취간

호사(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로 구분되며 각 세부 전문분야로 나뉜다(전
미 간호면허국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 NCSBN)에서 제

정한 ‘간호법 모델(Model Nursing Practice Act)’에서 전문간호사의 종류를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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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APN)’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법정자격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기존 간호업무의 질

적, 양적 확장과 동시에 새로운 역의 업무확 도 이뤄졌다. 1971년 아이

다호주는 간호법을 개정하여 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 “주 의사 면허국

과 간호사 면허국이 함께 공포한 명령과 규칙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것은 

제외한다”라는 부가절을 첨가한 이후, 처방권(prescriptive authority) 확

보를 추진하여 1975년 이래로 26개 주에서 간호사에게 조건부 약 처방 권

한을 부여하는 법과 행정규칙을 입법하여, 현재 미국 41개 주에서 간호사

에게 처방권을, 22개 주가 독립된 약 처방권을 부여하고 있다.24) 

2. 전문간호사 제도의 기대효과

전문간호사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전문 간호인력 수요증가, 의료기술의 발달과 세분화에 따른 진료과목

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과 기피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에 따른 체인력 

필요 등 다양한 요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전문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료비 절감25), 전문인력 활용의 증가26), 병원 서비스 향상27), 다양

한 의료서비스 기회 확 28) 등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29)

규정하고 있다(www.ncsbn.org/regulation/index.asp).
24) 김기경․조재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의 공공성”, 의료법학, 제6권 제2호, 제294면 참

조.
25) 미국에서는 3차병원에서 전문간호사 도입으로 입원기간, 총 입원비의 감소가 있었으

며,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검사비용이 단축되는 등 많은 비용 절감효과에 해 보고

하고 있다(Anderson, 1997, 깬둘딩, 2001, Sarkissian, 1999, Vaska, 1993).
26) 의료법 내에서 전공의 체 인력으로 전문간호사를 활용함으로써 병원운 의 효율성

을 증가시킬 수 있다.
27) 전문간호사 도입으로 의료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여 의료개방시

에 경쟁력 향상 방법이 될 수 있다.
28)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자기요구에 맞추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급성기뿐 아니라 예

방간호와 건강교육 등 지역사회까지 간호가 확 될 수 있다.
29) 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2008, 제8면박기준(보건복

지부 의료자원팀 사무관).



186  김 경 례

국내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

간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 인

정을 받은 자이므로 일반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과 독자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면서 제공

한 업무30)에 한 책임도 수반된다. 2005년 13개 역의 전문간호사 중 특

히 가정간호사31) 업무에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가 포함

되어 있으며, 의사(한의사)의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명

시되어 있어 비교적 상세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간호업무 

외 일정범위의 투약권과 처방권을 부여함으로서 만성질환자의 비용효과적

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 다면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은 새로운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의미하고, 진료보조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가능함으로 

해석된다.

30) 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일반적 역할을 첫째, 폭 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상

급간호실무를 제공하는 전문가적 간호실무제공자, 둘째, 상자 간호의 질 향상을 위

한 자문가, 셋째, 환자와 가족, 일반간호사 및 타 보건의료 인력에 한 교육과 교육 프

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자, 넷째,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실무의 문제에 

한 연구를 시도하고 참여하는 연구자, 다섯째, 간호효과를 최 화하기 위해 일반간호

사 및 관련 보건의료 인력과 협동하고 조정하는 협동자, 여섯째, 변화촉진자, 역할 모

델 및 옹호자로서 임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제시하고 있다. 
31)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

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

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하여

만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
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

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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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마취인력현황과 마취간호사 업무범위

마취전문간호사32) 도입 배경은 6.25전쟁 당시 많은 부상자가 발생되었

는데 마취인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수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

며, 도입 당시 마취분야간호원의 자격인정기준과 관련한 구 의료법 시행규

칙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1년 

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마취간호과정에관한규칙에

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학과는 200시간 이상, 실습은 148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특히 실습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합하여 100건 이

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건 이상의 마취실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33)하 고, 2003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34)했다.

가. 의료법상 의료인과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의료법에 의료인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되나35) 간호사의 업무

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36)으

로 규정37)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를 넘는 진료행위

32) 마취간호교육은 1965년 예수병원에서 ‘리커버(Reccobough)’ 선교사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어 1977년 마취간호과정에관한규칙(1977.6.23.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565호)제4
조에 ① 마취간호과정의 실습은 전신마취(흡입법, 정맥주입법, 호흡관삽입법)와 국소

마취에 하여 행한다 ② 마취간호과정의 수습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을 100
건 이상 하여야 하되 그 중 70건 이상은 전신마취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33)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90-44호)
34) 2003.10.1. 의료법시행규칙(부령 제261호)
35)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

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36) 법 시행령 제2조에 “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

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

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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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법 제54조가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엄격

한 자격인정 기준에 의해, 별도의 자격인정38)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간호사

로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일반 간호사의 업무보다 폭넓은 의료행위가 가능함

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

위에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마취전문의를 보조

하는 정도가 아닌 직접 마취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현직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법적 모

호성, 법의 한계가 애매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때가 가장 괴

롭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39)

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와 관련하여 1991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

에 종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므로 마취간호사가 집도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이며, 또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초빙을 받고 수술집도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행

위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유권해석을 하 다.40) 상판결과 관련한 보

건복지부는 “마취간호사는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의사의 지

시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마취 지시를 받고 마취를 시행한 후 

수술 중 일어난 마취사고에 해서는 마취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전

문의가, 마취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집도의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

다 할 것이나 정확한 책임의 소재는 전후 상황 및 지휘체계 또는 지시여부

37) 동법 제2조 2항 5호,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

료 보조 및 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38)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전문간호사자격증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39) 박정순, ｢마취전문간호사의 실무 경험｣, 박사학위논문, 한양 학교 학원, 2000, 제117

면.
40)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사부의 유권해석(보사부의정 01254-039803 9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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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 다.41)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마

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적법하고, 이때 반드시 마취전문의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또한 마취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간호사 역시 그 업무범위에 

관하여 부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의료

법시행규칙에 가정간호의 범위로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

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

격시험에 실무시험(2차)을 보도록 하고 있는 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직접 200건 이상 마취실습을 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

려해 본다면, 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집도의사의 지시 아래 원칙적으로 마

취관련 투약, 주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마취인력현황

최근 연구자료42)에 의하면, 마취전문간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마취의사와 집도의사는 거의 부분이고 이들의 마취간호사에 한 신뢰도

는 상당히 높으며43), 특히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의사들의 경우 설

문응답자의 100%가 개원 시 마취전문간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

을 보 고, 상당수 의료기관44)이 마취전문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병원일수록 마취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 마취전

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5)

2004년 우리나라 마취과전문의의 수는 2,676명이고, 이중 마취통증의학

41)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302호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42) 정점기, ｢마취간호사 역할에 한 마취의사 및 집도의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가천의과 학교 병원경 학원, 2002, 제17~18면.
43) 마취의사의 경우 82.6%, 집도의사의 경우 91.6%로 나타났다.
44) 조사된 40개의 의료기관 중 25개 의료기관에 마취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45) 마취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역시 마취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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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원의원 ․ 병원은 740개, 마취과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종합병원의수

는 282개로, 위 각 병 ․ 의원에 마취과전문의가 1명씩만 있다고 가정46)하더

라도 개원의원에서 일할 수 있는 마취과전문의는 겨우 1,654명에 불과한

데, 마취과 전문의가 필요한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원은 

6,358개로 마취과전문의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자료에 따르면 2004.5. 마취과전문의가 필요한 외과, 정형외과, 신

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경우 전체 6,309개 중 서울을 제

외한 지방에 75%에 해당하는 4,771개가 몰려있고, 이는 2006.10.경에도 

큰 변화가 없는바48), 마취과전문의가 지방근무를 회피하는 추세에 비추어 

지방의 마취인력의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49) 또한 최근 

발표된 마취전문간호사의 수요에 관한 분석논문에 2000년 마취전문간호사 

543명 중 임상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는 간호사는 147명이었고, 

2015년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취전문인력의 수요는 2,816~3,482명, 마취

전문간호사 수요는 214~265명으로 나타나 마취전문간호사의 양성이 시급

한 과제로 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0).

4. 소결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는 면허 이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

명,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해 복지부의 일관된 

유권해석은 ‘집도의의 지시 ․ 감독 하에 마취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전문

46) 학병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수 십 명씩 상주하고 있음을 볼 때 중소병원과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마취전문의 수급불균형은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47) 인천지방법원 2006노1326호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2008년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879명으로 서울843, 경기480, 부산221, 구163, 인천79, 광주

114, 전95, 울산53, 강원88, 충북82, 충남101, 전북119, 전남129, 경북135, 경남42, 제
주35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한의사협회 자료 참고).

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자료 ‘요양기관 현황’.
49) 유현정,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역에 관하여, 마취전문간호사회, 2008.
50) 신성례 ․ 오복자, “우리나라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의 마취전문간호사 수요분석”, 기본간

호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4, 제200~201면.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191

간호사 중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투약, 주사, 검체의 채취 등 의사의 의료

행위 역에 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 현재 마취전문의 부족과 추후 마

취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 현재 임상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 

의존도가 높고 이들에 한 신뢰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마취

전문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마취전문의 또는 집도의

의 지시 ․ 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IV. 외국 마취전문간호사 현황

1. 미국 마취전문간호사 현황

미국 마취간호사협회는 1931년에 설립되어 현재 34,000명 이상 마취전

문간호사가 있고, 연간 마취 26,000만 건의 65%를 마취간호사가 담당하며 

특히 전체 시골병원의 2/3은 마취간호사 단독으로 마취시술을 하기도 한

다. 마취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사 또는 적절한 학사학위, 등록간호사 자

격증, 응급간호환경에서 등록간호사로 적어도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인증된 마취간호교육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마취간호교육프로

그램 졸업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취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 및 경력과정은 최소 7년이 걸리고, 

매년 1,300~1,700명 정도가 자격시험에서 합격하여 배출된다고 한다. 마

취간호사는 4가지 범주에서 마취와 마취간호를 제공하는데, 이에는 ① 마

취 전 준비와 평가, ② 마취의 유도, 유지, 응급상황의 관리, ③ 마취 후 간

호, ④ 마취 전후와 임상지원 기능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신, 부위, 

국소 마취 등 마취기술을 선택하고 실시하는 것, 기관 내 삽관, 기계적 인

공호흡, 약리학적 지원, 호흡요법 또는 발관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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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기도유지, 응급 수액이나 약물 투여, 심장 생명

유지요법을 사용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하는 것 등도 마취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모두 법적으로도 허

용되는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여러 판결례51)를 통하여 부

분 인정된바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들은 마취전문간호사가 환자를 마취하

는데 있어 의학적 참여를 하고 있고, 수술 시에 마취와 관련된 의학적 결정

을 하는데 있어서 수술시 마취여부는 의사가 결정하고, 마취간호사도 마취

와 관련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마취에 있어 마취

제의 선택, 마취제의 양 등에 있어 마취간호사의 재량 범위가 넓다는 정도

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52)

51) Reyes v. Wyeth Laboratories 사건: 법원은 마취간호사가 약제를 결정하는 것은 외과의

사가 약제를 선택하고 처방하는 것 보다 마취간호사가 그 약제에 하여 더 잘 알 것

이라고 인식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마취간호사가 외과의사보다 마취 

약제에 하여 더 잘 알 수도 있고 실제로 마취간호사가 마취제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

을 감안하여 마취간호사의 마취제 결정행위가 의사의 역을 침범한 위법한 행위가 아

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Kemalyan v. Henderson 사건: 외과의사가 ‘마
취간호사가 마취제를 적용하는데 하여 더 많이 알고 있고 자신은 마취간호사의 결정

에 의존하고 있다’고 증언하 는데, 법원 역시 의사가 마취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마취간호사에게 맡긴다는 점을 인정한바 있다. Carson v. Javurek 사건: 외과의사는 수

술 중 마취약제로 pentrane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 고 이에 하여 마취간호사와 

이야기를 하 다고 주장한 반면, 마취간호사는 외과의사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수술 이전에 외과의사와 어떠한 화가 있었다는 점에 하여는 부

인한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외과의사가 환자를 마취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의학적 결정을 했다면, 그는 반드시 이러한 결정을 마취제를 결정하게 될 간호

사와 상의하여야 하고, 그 간호사는 그 의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혹은 적어도 의사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조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외과의사가 그러한 결정을 

마취간호사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면 외과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 다. 
즉, 마취간호사는 단순히 외과의사의 지시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마취제의 결정과 관

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외과의사는 적어도 마취에 하여는 마취전문가인 마취에 참여하는 마취간호

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52) 유현정, 전게서 참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마취간호사 제도를 모델로 하여 제도를 도입

하 으므로, 미국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지 권한과 의료현실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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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마취간호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Nurse Anesthetists)

1989년 전문마취간호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11개국에 의해 회원국들의 

마취기술과 마취학을 발전을 위한 교육표준 및 실무표준을 발전시키기 위

해 설립되었고, 현재 34개국의 회원국이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프랑

스, 독일, 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도 회원국임). 

위 연맹은 마취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마취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장소, 마취간호사의 업무표준 및 지침, 마취간호

사의 윤리규범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미국 마취간호사 관련 법규

각 주의 법규 내용 요약53)을 검토하면 부분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요

53) 일리노이주는 공인 마취전문간호사는 공인된 병원,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 의사 등이 

운 하는 의원에서 치과의사,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 알라바마

주는 고급실무간호사의 하나로서 마취전문간호사가 규정되어 있고,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는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 시술을 위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환자에

게 시술하는 약의 결정, 준비, 투약, 모니터링에 관련된 모든 행위의 보조 또는 그 수행

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취간호사는 협회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협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등록간호사를 말한다. 마취간호사의 자격인증과 관련된 규정이 다수 있다. 
응급치료시설(an acute care facility)에서 마취시술을 하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치료시설의 적정위원회의 승인 및 의사, 치과의사, 족병치료사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인디아나주 간호협회는 등록간호사가 의사가 함께 있거나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한다면, 또는 미국마취간호사협회에서 인정한 과정을 통해 마취에 관한 자격

증을 취득한 간호사라면, 마취를 시행해도 된다. 켄사스주 간호협회의 마취간호사는 

마취와 진통의 시행방법, 적절한 마취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네소타주

는 마취간호사의 업무에 의사, 치과의사 등의 요구로 진행되는 외과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약품 및 치료기구의 선택, 보유, 투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브라스카주의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행위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간

호사를 의미한다. 마취간호사는 적절한 마취절차의 결정을 위하여 생리학적검사를 포

함한 마취 전 평가와 동의서를 받을 의무, 적절한 마취방법을 선택, 적용할 의무 등이 

있다. 오클라오마주 간호실무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현장 진찰이 가능한 조건하에

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수술전후나 분만전후 시기 동안 약물을 지시, 선택, 투여할 권한

을 가진다. 오레곤주 간호협회의 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다른 의료진들과 

협력하여야 하고, 그 업무범위에는 환자에게 마취간호를 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마취

약제 및 수액의 선택, 획득, 지시 또는 투약, 마취기술의 선택 및 시행 등 구체적인 권

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간호협회의 마취간호사는 외과의사나 치과

의사와 협의하여 마취를 수행할 수 있다. 남캐롤라이나 주 법령은 석사과정급의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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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마취간호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마취분야 또는 관련 업무 역에서

의 석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마취간

호사협회의 마취간호자격을 부여받을 것과 일정기간마다 교육 및 자격갱신

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범위 및 권한은 마취 전 검사와 마취계획부터 마취

방법 및 마취제의 선택과 마취시행, 마취 후 환자상태의 감시 및 간호까지 

마취 전반에 걸쳐 있다. 마취 시 의사 등 다른 의료진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의사 등이 응급 시 진찰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

우도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자격인정 요건에 있어서는 현재 거

의 미국 각주에서 정한 요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미비가 문제이다.

4. 검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마

취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되었고, 특히 가장 역사가 깊은 미국

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가 전체 마취건수의 절반이 넘는데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운 에 

있어서도 엄격한 자격인정요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그 업무

표준과 지침 등도 세계적으로 점점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

V. 결 론

전문간호사제도는 정부가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에게 국민의 생

전문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테네시주 간호협회의도 역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한다. 유타주 간호협회 간호실무법에 의하면, 마취

간호사는 마취 전 환자의 건강상태를 검사 및 평가, 마취기술의 선택 및 시행, 마취제

와 보조약제 및 수액의 선택 및 투여, 마취 후 추적간호 등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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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건강에 해 특정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마취전문

간호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체계화 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가령,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명시한 것과 같이 나머지 12개 역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전문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집도의사와 함께 수술에 참여해 마취시술을 했다면 의사의 지시 ․ 감
독 하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고 적법한 의료행위로 봐야 한

다. 이번  법원 판례로 인해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제동이 걸림으로 인

해 특히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마취인력부족이 예상되며, 의료소비자가 적

기에 수술 받지 못할 것이므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차원에서 문제해결

을 위한 방안모색도 요구된다.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제화와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임상에서 마취시술을 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불법행

위자로 낙인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족한 마취인력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행위, 의료행위,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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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system in Korea named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qual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Advanced Practice 

Nurse besides nurse licence.

Medical practice is, in today's medical law, understood as a general concept 

colligating medical practice, nursing practice and midwife practice and so on, 

for it is defined as a deed of medical technique practiced by medical 

personnel.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medical personnel as 

people who have medical expert knowledge, nursing practice can be recognized 

as a region of medical business and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prescribe 

nursing practice separately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on a prece-

dent, because nurse belongs to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the precedent regard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recently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the 

medical practice is only allowed a doctor because it is ‘in need of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because of high danger on human body' and it is 

judged to be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ohibited in medical law if it is 

to be done by a nurse.

When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that System for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is established under the circumstance that an anesthetist is in 

want and therefore the operation has not been performed on time, and that it 

is being expected an anesthetist to be in nee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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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nge of medical practice of Advanced Practice Nurse so that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can be practically legalized, for the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 has the great possibility of shrinking because the precedent has 

considered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doing anesthetic operation 

in clinic today as a potential wrongdo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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