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한 의료인의 무고한 옥살이

2019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활력징후 측정을 한번 누락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비롯되었는데 이는 의학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산모는 출혈
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
리가 발생하였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으므로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임상 상황을 고려하고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
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
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결했던 1심 재
판부의 판결을 상급심에서는 오히려 임상적 상황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활력징후 측정
누락과 산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뒤집었다. 인과 관계가 있다 함은 활력징후
측정 누락이 산모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인데 이는 2심 재판부의 의학적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백 번 양보하여 재판부의 논리대로 활력징후 측정으로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간호사의 활력징후 측정 누락을 이유로 지시 감독 위치의 의사를 금고
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한 것은 의료 행위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과
도한 양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활력징후 누락이 없이 태반조기박리를 미리 진
단하였다 하여도 태반조기박리의 주산기 사망률은 3~12%에 이르기 때문에 활력징후 측
정 누락이 금고형에 이르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금번 의학적 근거 부재로 인한 2심 판결의
과도한 양형을 규탄하는 바이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과정에서 의
학적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임상적 상황에 대한 현실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합
리적인 판결이 도출되어 산부인과 의사의 무고한 옥살이가 하루 빨리 중단되기를 강력
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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