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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환자는 의사가 자신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이라고 기대

한다. 이러한 기대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신뢰관계에 기초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성에서 기인한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
신체에 미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필요하고, 만일 양자 간에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은 청
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행위 가운데 명백히 의사의 과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한들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악(惡)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다면 의사의 과실은 
묵과되고 간혹 의료행위가 적절하였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
는 일반인의 정의 관념에도 반하게 된다.1) 장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억지
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변호, 
의료, 교육, 수사 등 전문적이고 재량적이며 독점적인 영역에서 주로 등장하
는 문제이다.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서도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이론적 구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많은 다
양한 쟁점들을 검토해 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
사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판례가 언급하기 시작한 치료기회상실

1) 이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오진의 경우 단지 의료수준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호법익으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오진으로 악결과
가 발생하거나 결과가 악화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고 한다(박영호, “의
료소송상 기회상실 이론의 도입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2008, 제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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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일본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동안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동향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I.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의료행
위’와 관련한 판례 동향

1. 우리나라의 판례 경향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문제될 때에 (1) 진료상 주의의

무 위반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체 손해를 배상하게 한 경우2)도 
있고, (2)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
를 상실한 것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경우3)도 있다. 그 외에 (3)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판결4)이 존재한다.

이렇게 의사의 의료 과실과 환자의 악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논리의 전개상 환
자의 생명 ․ 신체가 아닌 다른 독자적인 피해법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판결의 문제점은 이러한 위자료 지급의 근거, 즉 환자가 입은 정
신적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72680 판결
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5121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376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0623 판결 등 
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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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하급심 판례5) 중에는 오진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일실
수입을 제외한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각 인정하는 등 이론상 체계적이지 
못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반면, 치질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어 치료받
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가 수술 전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큰 상태인 범혈구감소증 등 혈액학적 이상
이 발견된 망인으로서는 혈소판 등의 수치를 정상범위로 맞추는 등 감염, 출
혈 등 수술 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받은 후 피고 병원에
서 위 수술을 받거나 여러 과가 있는 상급병원에서 협진을 통하여 치질수술
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망인의 생존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인데 의사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와 같은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 라며 위자료 배상을 긍정한 하급
심 판결이 주목된다.6) ‘의사의 과실과 치료기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
리적으로 인정하면서 인과관계의 전제가 되는 치료기회 상실이라는 손해의 
개념을 그나마 잘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판례 동향
일본은 적절하지 못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관

하여 우리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고 풍부한 판례를 
통해 환자에게 얼마간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7)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4가합8720 판결(장례비와 위자료 인정), 인천지
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5가합5115 판결(치료비와 위자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26. 선고 2000가합87012 판결(치료비와 위자료 인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3188 판결(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
결).

7) 특히 일본의 판례가 우리의 판례와 현격히 구분되는 점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론구성
을 하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던, 일본은 환자 본인에게만 위자료배상을 인정함으로
써 환자 가족들의 독자적 위자료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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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급심에서 주로 언급된 것은 ‘적절한 의료에 대한 기대권’이라는 하나
의 새로운 권리 개념과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연명할 수 있었다는 기대, 즉 
연명이익’ 자체의 보호법익화였다. 가장 먼저 주창된 기대권침해론8)이 환자
의 기대권이라는 주관적 개념을 독립적인 권리 개념으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하
자9), 연명이익상실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10) 최고재판소 平成91997년 (オ)42 
2000년 9월 22일 제2소법정 판결11)이 ‘환자가 그 사망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를 언급하자 이를 따라 하급심판례도 연명이익 대
신 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으로 표현을 수정하고 그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게 되었다.12)위 최고재판소 2000년 9월 22일 판결은 의료과오 손
해배상사건에서 가능성 침해의 법리13)를 확립한 판결로서 평가받을 수 있으
며, 平成142002년 (受)1257 2003년 11월 11일 제3소법정 판결14)은 위 법리를 환자에

박영호, “설명의무위반 및 치료기회상실을 근거로 한 가족들의 독자적 위자료청구권”, 법
조, 제629권, 2009, 제44면 내지 제55면 참조.

8) 福岡地裁 1977. 3. 29. 판결, 福岡地裁 小倉支部 1983. 2. 7. 판결, 東京地裁 1985. 9. 17. 판결, 
神戸地裁 1988. 12. 14. 판결 등(박영호, 2008, 제434면에서 재인용).

9) 東京高裁 1977. 3. 28. 판결, 東京高裁 1983. 3. 15. 판결, 東京高裁 1981. 10. 27. 판결 등(박영
호, 2008, 제436면에서 재인용).

10) 東京地裁 1983. 1. 24. 판결, 金沢地裁 1998. 2. 27. 판결, 大阪地裁 1992. 1. 29 판결 등(박영
호, 2008, 제438~440면에서 재인용).

11) 본 판결은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행한 경우에 환자를 구명할 수 있었을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인정할 수 없더라도 환자를 구명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다고 하면서, 
의료수준에 적합한 의료가 이루어졌다면 환자가 그 사망 당시 생존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될 때에는 의사는 환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12) 東京地裁 2001. 7. 4. 판결, 東京高裁 2001. 10. 16. 판결, 東京高裁 2001. 11. 5. 판결, 東京地
裁 2003. 5. 28. 판결 등(박영호, 2008, 제443면 각주 124에서 재인용).

13) 平野哲郎, ｢イギリス․アメリカ․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機会喪失論と日本の相当程度
の可能性(1)｣, 龍谷法学, 第44巻 第3号, 2011(a). 第715~762面.

14) 개업의가 통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스스로 개설한 진료소에서는 검사 및 치료 면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무언가의 중대하고 긴급성이 있는 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등의 판시 사정 하에서는 당해 개업의에게는 고도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에 당해 환자를 이송해 적절한 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한 뒤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의사가 과실에 의해 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
에 전송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전송의무에 위반한 행위와 환자의 중대한 
후유증의 잔존 간에 인과관계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더라도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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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대한 후유장애가 남은 케이스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 또한 어느 정도의 연명 가능성, 즉 ‘환자가 그 사망시

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역시 증명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새로이 등
장한 이론이 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침해받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
신적 손해에 주목한 치료기회상실론이었다.15) 그 후 치료기회의 상실을 손
해로 인정하려는 입장과 치료기회의 상실은 법적 보호이익이 아니어서 손해
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최고재판소는 아래에서 언급할 2005. 12. 8. 판결을 통해, 최고재판소 차
원에서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존재의 증명이 반
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물론 본 판결은 그러한 가능
성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려는 치료기회상
실론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목차를 달
리하여 위 관련 판례에 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이송이 이뤄져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검사,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았더라면 환
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될 때에는 의
사는 환자가 위 가능성이 침해된 것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환자를 종합의료기관에 전송해야 
할 개업의의 의무를 부정하고 조기 이송에 의해 당해 환자의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에 대해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
였다.

15) 東京地裁 1993. 1. 28. 판결, 東京地裁 1996. 10. 31. 판결, 大阪地裁 1996. 11. 20. 판결, 
東京高裁 1998. 9. 30. 판결 등(박영호, 2008, 제445~447면에서 재인용).



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대와 손해배상책임 여부-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403

III. 환자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
성’ 또는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
한 정도의 가능성’이라는 존재 증명의 필요 여부
-최고재판소 平成172005년 (受)715호 2005년 12월 8일 제1소법정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재판 요지
도쿄구치소에서 구류 중이던 자가 뇌경색이 발생하여 구치소 내 특정집중

치료실(ICU)에 수용되어 의무부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중대한 후유
증이 남은 사안에서, 법원은 제1회 CT촬영이 이뤄져 뇌경색으로 판단된 시
점에서는 환자에게 혈전용해요법의 적응16)이 없었던 점, 이것보다 전 시점
에서는 혈전용해요법의 적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적응이 있는 동안 
환자를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혈전용해요법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구치소에서 환자의 증상
에 대응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 환자를 신속히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
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인정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 하에서는 환자가 신속히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
송되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구치소 직원인 의사의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보충의견 및 반대의견 있음).17)

16) 여기서 적응(適応)이란 치료를 통해 질환의 호전이 가능한 시간적 영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17)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 및 일본 민법 제70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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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혹은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본 판결은 ‘의사가 과실로 의료수준에 적합한 의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 만일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
어졌다면 환자가 그 사망 시점에는 생존해 있었을 또는 중대한 후유증은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라는 선행 판례의 법리(위 최고재판소 2000년 9월 22일 판결 및 최고
재판소 2003년 11월 11일 판결)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당해 사안은 
환자(상고인)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
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18)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재판관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당시 구치소 내 의
무부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해 의료수준에 적합한 적절한 검사 ․ 치료 등
의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면서, 제1회 CT촬
영도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당시 환자에게서 뇌 내 출혈 또는 뇌경색의 의심
이 있다고 진단이 되었으면 치료 준비로서 혈관 및 요로(尿路) 확보 등의 긴
급조치를 종료한 시점에서는 환자를 뇌혈관 장해 전문의에 의하여 의료수준
에 적합한 적절한, 검사 ․ 치료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한 전문의료시설로 이송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의사는 전문의에 의한 의료수준에 적
합한 적절한 검사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을 환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과 관
련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수의견이 인
용한 2003년 11월 11일 판결과 관련해서는, 단지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전원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행위와 환자의 중대한 후유증 잔존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

18) 東京高裁 2005. 1. 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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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상기 가능성이 침해된 것에 의해 입은 환자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라는 판시에 불과할 뿐, 의사
가 과실에 의해 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송해야 할 의무를 게
을리 한 사안에서조차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는 아무런 불법행위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한다. 즉,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사의 손해배상책
임 유무를 다룬 판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의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환자의 법익이 무엇인가의 문
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자료배상을 명하면
서도 피침해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치료기회의 상실이 어떻게 환자의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한 별다른 검토가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이송된 의료기관
에서 적절한 검사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을 이익’이 불법행위법 상의 보호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다. 만일 적
절한 의료를 받을 환자의 이익 자체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면 반대의
견에서처럼 의사 측의 불법행위책임은 긍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3.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보호이익의 고려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고 할 수 없는 이상 구치소 직원인 의사의 전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배
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본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법상 보호법익은 표
현상으로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지만 결
국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환자의 신체(사망의 경우 ‘유지되
었을 것이라는 환자의 생명’)가 보호법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의 불법행위법상 보호이익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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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서의 환자의 생명 ․ 신체를 염두에 두고 의사의 과실과 사망 또는 후유
증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없을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
만이라도 증명된다면 의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논리이다. ‘상당
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 요건이 인과관계의 존재와 대체된다. 인과관계 요
건을 대신하여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것은 의료과
오소송에서 환자 측이 부담하여야 할 증명상의 곤란19)을 완화하는 의미인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와
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의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
위를 획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이송된 의
료기관에서 적절한 검사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는 이익’ 자체를 하나의 독
립된 법익으로 인정할 것을 전제하고, 본 사안에서의 불법행위법상 보호법익
은 중대한 후유증을 입은 환자의 신체가 아닌, 바로 이러한 환자의 독립된 이
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20)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

19) 이러한 증명상 곤란은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송오식, 불법행위법-이론과실제-, 
법률정보센터, 2012, 제342면; 홍기문,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완화”, 보건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편, 2006, 제427면 이하;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판결 등 참조.

20) 본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지금까지의 최고재판소 판례가 의료관계사건에서 ‘생명’, ‘신
체’, ‘사망 시점에서 생존했었을 상당 정도의 가능성’ 외에 또 어떠한 이익을 불법행위법
상 보호법익으로 인정하였는지를 나열하고 있다. (1) 환자가 수혈을 동반한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의사결정할 권리’ (2) 유방암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자기의 유방암에 대해 유방온존요법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것 및 유방온존요법을 실시하
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의 설명을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흉근온존(胸筋溫存)
유방절제술을 받을지 또는 유방온존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타 의료기관에서 동 요법을 
받을지, 이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에 대하여 ‘숙려해서 판단할 기회’, (3) 의사가 말기암 
환자 가족 등에게 병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족 등이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사 측의 치료방침을 이해한 뒤에 물심양면으로 환자의 치료를 지원 또는 환자의 여명
(餘命)이 보다 편안하고 충실한 것이 되도록 가족 등으로서 할 수 있는 한의 두터운 배려
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적시 고지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는 가족 등의 협력과 
배려’ (4) 제왕절개술을 강하게 희망했던 부부가 담당 의사로부터 태아의 최신 상태 등의 
설명을 받아 ‘태아의 최신 상황을 인식하고, 경질(経膣)분만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 등을 적시하고는 보호법익으로 이미 인정된 위 내용들과 
비교해서도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이익’은 보호해야 할 정도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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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침해된 것’과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검사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을 이익이 침해된 것’과
는 별개의 이익 침해임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보호법익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넓혀 해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이익’을 법익으로 인정할 때의 문제점
만일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이익’이 법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인정될 때 우려되는 사항은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 심지어 상당한 정도의 가
능성의 존재조차 증명 없이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의사의 책임이 부당하게 확
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판결의 보충의견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과 이를 위해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것은 누구라도 원하는 기본적인 이익이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사 ․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
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절하고 충분한 의
료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사실로써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직종인 교사, 경찰, 변
호사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 수사, 변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 등을 이유
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21) 상호 신뢰관계
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교사, 경찰, 변호사, 세무사 등의 업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변호, 지도 등을 받을 학생, 의뢰자 등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
하여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였을 때 환자의 이익
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는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판결의 보충의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가 최고재판소의 법정의견으로 입장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1) 특히, 변호사 직종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청조,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기대권침해론”, 

동아법학, 제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제20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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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에 언급되는 최고재판소 2011년 2월 25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IV. 현저하게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위자료 인정
-최고재판소 平成212009년 (受)65호 2011년 2월 25일 판결-

1. 사건 개요 및 환자측의 주장
골접합술 및 골이익술(이하 ‘본건 수술’이라 함)을 받은 환자가 수술 합병

증으로 하지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하여 후유증이 남은 사안에서, 환자 측은 
(1)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혈관질환을 취급하는 전문의에게 소개하여
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환자(피상고인)에게 본건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본건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
능성을 침해하였고, (2) 설령 상기 인과관계 내지 상기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 적합한, 적절하고 성실한 의료행위를 받
을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법원 및 최고재판소의 판단
원심22)은 환자가 본건 수술 후 왼쪽다리의 부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상

을 호소하였을 당시, 의사는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태만히 함으로써 환자는 약 3년간 증상의 원인을 모른 채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사 및 병원은 환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00만엔을 인정하였다.

22) 広島高裁 2008. 10. 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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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환자는 본건 수술 후 
입원 시 및 동 수술 시에 장착된 볼트 제거를 위한 재입원까지의 통원 시에 의
사에게 왼쪽다리의 부기를 호소하기는 했다지만 위 볼트를 제거한 후에는 본
건 수술 후 약 9년이 경과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을 당시까지 왼쪽다리의 부기
를 호소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왼쪽다
리의 부기나 피부의 멍 모양의 변색을 호소하는데 그쳤고, 이에 대해 의사는 
위 각 진찰 시에 X-레이 검사 등을 하고, 피부과 진찰을 권하였으며, 위 각 
진찰 당시, 하지 수술에 동반한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증 빈도가 일본의 정형외
과의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던 상황도 아니라면, 의사가 환자의 왼쪽다
리의 부기 등의 원인이 심부정맥혈전증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전문
의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이와 같은 의료행
위가 현저하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환자가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 의사가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을 환자의 기
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당해 의료행위가 현
저하게 부적절한 사안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현저히 부적
절한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검토할 여지가 없고 
의사와 병원은 환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앞선 최고재판소 2005년 12월 8일 판결의 보충의견의 연장선상

에 위치하고 있다.23) 사안의 결과로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였지

23) 최고재판소 2005년 12월 8일 판결의 보충의견은 반대의견이 본건 사실관계에서 구치소 
직원이 상고인의 이상을 알아차린 일요일 4월 1일 오전 7시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불과 
1시간 후인 오전 8시 30분경에는 상고인이 급성기(急性期) 뇌졸중 환자인 것을 인식하였
던지, 적어도 인식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
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환자가 타 의료기
관으로 이송되지 못함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의 존재’의 증명 여하에 상관없이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앞선 최고재판소 2008년 11월 11일 판결의 내용에 반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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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히려 의료행위가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고, 또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재판소가 재판관 전
원일치로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법상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이 이
루어진 셈이다. 여기서 당해 의료행위가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것인
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충분히 진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24)

V.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시사점: 치료기회상실론과 현
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의 관계

1. 최고재판소 판결 중 ‘기대권’의 실질적 의미
앞에서 본 최고재판소 2011년 2월 25일 판결은 의료과오사건에서 최고재

판소 판결의 법정의견으로는 처음으로 ‘기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따른 판단으로 봐야할 것이며, 최고재
판소로서 기회상실론이 아닌, 굳이 기대권침해론을 채용했다고 평가하는 것

으로서 판례변경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위 보충의견은 반대의견의 
책임 인정 취지를 일부 수용하면서, 의사의 검사, 치료 등이 의료행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을 이익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건 사실관계에 의
하면, 도쿄구치소의 의사들은 환자를 ICU에 수용하여 필요한 치료를 행하였고, 환자에 
대해 도쿄구치소에서 행해진 일련의 진료조치는 뇌경색 환자에 대해 통상 이루어지는 
절차를 따랐으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이 예외
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사이구치 치하루의 보충의견). 또 환자
로서는 의사들이 더 빨리 당해 환자를 전원시키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조치
였다고 말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보아 이것이 불법행위로서 과실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현저한 것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적
절과 불충분은 사회생활상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검사 및 치료가 현재의 의료적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
하고 불충분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재판관 시마다 니로의 보
충의견).

24) 平野哲郎, ｢医療行為が著しく不適切な場合には期待権侵害のみによる損害賠償請求を認める
余地があるとした事例｣, 龍谷法学, 第44巻 第3号, 2011(b). 第950~96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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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본래는 ‘기대권침해’와 ‘기회상실’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고, ‘기대권’은 ‘장래 일정 사실이 발생한다면 일정 법률상의 이익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고, 조건이 붙는 권
리나 상속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고이유로서 기대권 침해가 주장된 사건은 
의료과오 이외의 사건도 포함되어 다수가 있지만, 최고재판소는 기대권 침
해를 긍정한 예가 거의 없고, 판결문 중에서 기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매우 진중한 자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이 의료과
오사건으로 처음 기대권이라는 단어를 정의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에 대
해 당혹감을 표현하는 견해도 있다.25) 기대권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한 의료
과오사건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료
기회의 상실’은 적시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환자로서의 지위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 일본 하급심 판례도 실질적
으로는 ‘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회’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26) 본 
판결에서 사용된 기대권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가 아닌 ‘객관적’인, 적시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환자로서의 기대이며, 실질적으로는 치
료기회상실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망 시점에서의 생존 가능성’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 
개념의 고려

우리나라는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또는 환자
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라는 존재 증명
에 대한 고심은 물론, 그 개념 자체를 보호법익으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
다.27) 우리의 경우 의사 오진으로 사망하였거나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

25) 平野哲郎, ｢適切な医療行為を受ける期待権侵害の不法行為の成否｣, 民商法雑誌, 第145巻 
第2号, 2011(c). 第253面.

26) 杉原則彦, 平成12判解民, 第866面.
27) 앞서 살펴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3188 판결에서 “망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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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불법행위 책임구성요건
으로서의 인과관계론과 새로운 치료기회상실론과의 사이에 이러한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증명을 실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3. 치료기회상실론의 체계적 구성
우리 하급심 판결 중에는 오진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치료

비, 장례비, 위자료 청구를 각 인정한 것이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또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례에서도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무
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
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경우와 같이 치료기회의 상실을 독자적인 법익 침해
로서 인식하거나 이를 고심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대법원 2004다61402 판결, 즉 “주의의무 위
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
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
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라는 
판결에 대하여, 위법성의 정도나 행위의 태양 면에서 아예 치료 자체를 받지 
못한 ‘치료기회 상실’의 경우와 치료는 받았지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가 행
해진 경우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입장28)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독자
적 위자료 인정의 근거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를 구별하게 되는데, 실제 구별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준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1년 2월 25일 판결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저히 불성실한 진

… 충분한 조치를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위 수술을 받거나 여러 과가 있는 상급병원에서 
협진을 통하여 치질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치료를 통해 다소나마 망인
의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28) 박영호, 2008, 제474면 내지 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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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해서는 치료기회 상실을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의사에게 인
정할 수 있다. 적시에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것에 대한 환자로서의 기대를 
침해한 것 또한 치료기회상실론의 맥락에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4. 현저히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침해된 법익의 유형
중대한 후유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후유증이 남지 않

았을 상당 정도의 가능성조차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 의
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의사의 현저히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
하여 침해된 환자의 법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질환을 간과한 경우에는 ⒜ ‘적시에 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회의 상실(침해)’이, 현저히 부적절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
는 ⒝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말기환자나 정신병 환자에 대해 허술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 ‘생명의 존엄과 삶의 질의 침해’가, 환자가 그 주의 ․ 신
조, 신앙, 삶의 방식 등에 의해 의료수준과는 다른 의료를 요구하여 그 제공
을 의사가 약속하였지만 현저히 부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 ‘라이
프스타일의 침해’가, 설명에서 판단 ․ 선택까지 본래 필요한 시간적 유예가 부
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 ‘숙려 기회의 상실’이 각 언급되고 있으며, 허술한 
진료로부터 발생한 ⒡ ‘초조, 불안,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도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위자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29) 본질적으로는 의료의 장에
서 ‘인간으로서 존중될 권리’,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것이며, 헌법에 규정
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30)

위 소개된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사가 질환을 간과하여 초래된 
환자의 치료기회 상실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우리나라 대법원 2004다61402 
판결31)이 비록 질환을 간과한 경우가 아니라 사후 관리에서의 현저히 불성실한 
29) 平野哲郎, 2011(c), 第254面.
30) 平野哲郎, 2011(c), 第254~255面.
31) 본 판결은 원심판결이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마취 회복 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면(嗜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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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환자의 증상을 간과한 것으로서 
적시에 적절한 의료를 받을 기회를 피침해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현저하게 부적절한(불성실한) 의료행위로 인한 치료기회의 상실
‘치료기회의 상실’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면서 

치료기회 상실의 경우 위법성의 정도는 현저히 부적절 ․ 불성실한 경우에 한
정한다는 일본 판례의 기준은 우리 법원이 위자료 배상의 근거로서 치료기회 
상실의 경우를 인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하
급심 판결 중에는 진료 외의 경우로서 병원이 건강검진 및 특정 암 검사 결과 
통보를 지연한 과실과 환자의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다만 검사결과의 통보가 1개월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1개월의 치료기회가 지
연되었음’만을 이유로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다.32)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점, 유방암은 조기 검진이 중요하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한 외과적 절제
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병원으로
부터 위 검사결과를 받고도 스스로 1년 2개월간 사실상 치료를 받지 않은 상
황까지 고려한다면 1개월 통보 지연에 대하여 현저히 부적절하게 치료기회
를 상실 내지 지연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VI. 나오며
본 논의는 의료행위상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 신체에 미친 손해 사이

또는 혼미(昏迷)의 의식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
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32) 대구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5가단76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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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없다는 확고
한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통상적인 불법행위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손해와 인과관계 없는 의사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위
자료 배상을 인정하려는 노력들이 판례를 통해 그 이론적 체계를 형성해 왔
다. 일본은 우리의 경우와 달리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을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라는 개
념을 부각하고 그러한 존재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큰 의미를 부
여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이익’을 법이 독립된 이익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또 의료행위가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의 의사의 책임 여부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
리나라 법원이 큰 고심 없이 채택하기 시작한 치료기회상실론의 이론적 기초
를 다지고 의사의 과실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의 
적절한 의료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향후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주제어 : 치료기회의 상실, 연명이익의 침해, 상당정도의 가능성, 현저하게 부
적절한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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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切な医療を受ける期待と損害賠償責任の成否

─日本最高裁判所における最近の判決を中心に─

柳 和 伸

忠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S

=ABSTRACT=

 医師の不法行為責任を問うためには、医療行為上、医師の過失と患者の生
命・身体に及ぼした損害の間に因果関係の存在が必要であり、仮に両者の間に
相当な因果関係が認められない場合には通常的な意味での損害賠償を請求でき
ない。
 本論文はこのような通常的な不法行為法上の限界を乗り越え、損害との因果
関係のない医師の不適切な医療行為自体だけで患者の慰謝料拝承を認めうる理
論的根拠を体系化するため、韓国より多様な争点を検討してきた日本最高裁判
所の最近の判例──最高裁平成17（受）715号、2005年12月8日判決、最高裁
平成21（受）65号2011年2月25日判決──を中心に触れてみた上で、それが示
唆するものを論究した。より具体的に言及すると、 ｢患者がその死亡の時点に
おいてなお生存していた相当程度の可能性｣ 又は ｢患者に重大な後遺症が残ら
なかった相当程度の可能性｣ という存在を証明す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また
｢適切な医療を受ける利益｣ を法が独立した利益として認めるか否か、さらに、
医療行為が ｢著しく不適切な｣ 場合において医師の責任はいかなるものか等に
ついて触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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