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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
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중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의료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은 이른바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등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들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가이드라인들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큰 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원 제
출 법안들과 정부 입법안이 제안된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법률이 탄생하게 되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은 의료에서 시작하여 의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로 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각종 의
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죽음의 의료화에 따라서 생애 말기의 편안하고 존엄한 마
무리와 마지막까지 의료적 돌봄(care)의 실행 여부가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이른
바 ‘죽음의 질’(Quility of death)의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자살까지 비인간적인 안락사냐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자 임종기의 의료
적 조력의 권리의 실현인가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오는 가운데, 연명
의료결정법은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임종기 자율성을 실현하고 생애 마지막 기
본권을 보장하는 법제의 첫 발을 떼게 되는 의미가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사후 입법평가로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 헌법
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타법과의 체계정당
성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법제의 변화를 전망
함으로써, 향후 연명의료 법제의 개편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언과 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 주제어: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자기결정권, 보건의료, 삶의 질, 죽음
의 질, 임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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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건강의 유지, 증진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공의 결정, 또는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의 지침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당국
에 의해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보건의료정책은 의료 관련 전문직
업인들로 대표되는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고 보건서비스와 행정 관련 영역, 약사단
체, 의사단체, 한의사단체 등 의료 및 의료 인접 직역, 보건의료 관련 사회보험⋅
사회복지⋅사회보장 영역, 보건의료 관련 산업계, 보건 당국, 시민단체, 종교 영역
등으로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대문에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 자체가 다른 일반 정책과정과의 차별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도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중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의료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른바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3)등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법원 사건들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제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큰 틀이 구성되었고, 몇
개의 의원 제출 법안과 정부 입법안이 제안된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법률이 탄
생하게 되었다.4)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은 의료에서 시작하여 의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로 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
시킬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각종 의
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1) 이규식, ⌜보건의료정책- 의료보장 패러다임⌟, 계축문화사, 2018, 4-5면 영어문헌은 보건의료정책을 Health policy 로 쓰고, 보
건정책과 의료정책을 구분하여 부르지 않는다.
2) 윤기찬,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12 1-2면
3) 대법원 2009.5.12. 선고 2009다17417 판결
4)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배경과 입법 경과에 대해서는 ‘연명의료법제화 백서,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12, 9-49면’
과 ’홍완식,“연명의료결정법 에 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제14집 1호, 2017.2, 9-14면‘에서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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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죽음의 의료화에 따라서 생애 말기의 편안하고 존엄한 마
무리와 마지막까지 의료적 돌봄(care)의 실행이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이른바
‘죽음의 질’(Quility of death)의 지표 중 하나의 요소가 되어, 전 세계 국가에서
어느 정도로 죽음의 질을 담보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국가사회가 보장하고 있
는지 조사연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임종기의 보건
의료는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자살까지 제도화시킨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비인간적인 안락사6)냐 무의미한 치료 중단의 법제화이자 편안한 임종을 위한 의
료적 조력의 권리인가에 관해 각계각층의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우리나라도 세브
란스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09년 이후, 몇 년간 논의 과정 끝

한 자율성을 실현하고 생애 마지막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의 첫 발을 떼게 되었다.7)
본고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사후 입법평가로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헌법
질서와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타법과의 체계정당성 등의 입법의 지도 원리
와 원칙을 기준으로 법제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함으로써 법제의 변
화를 전망한다. 이를 통해 향후 연명의료 법제의 개편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언
과 연명의료 관련 영역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입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연명의료결정법 내용과 쟁점8)
1. 법률의 위상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협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
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2015 Quality of Death Index : Ranking palliative care across the world”, Lien
Foundation, 2015, p39.
6) 안락사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eu’와 ‘죽음’이라는 의미의 ‘thanatos’의 합성어로서, 1869
년에 역사가인 윌리엄 레키가 ‘질병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라는 현재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
작했다고 전해진다. 1906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최초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현재 안락사는
대체로 적극적 비자발적 안락사를 뜻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죽음
의 형태로 인식된다.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연세대
박사논문, (2013) 8면, 18-19면.
7) 2016년 2월 4일 제정, 2017년 2월 발효,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조항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
반자에 대한 벌칙 등)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8) 이 장은 “연명의료법제화 백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12,”중 필자의 집필 부분이 일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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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의를 거쳐, 기존의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규율하고 있던 「암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제정함으
로써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
었다. 국내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자, 연명의료의 중단‧보류 그
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실행의 실체적‧ 절차적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임종기 돌
봄과 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규범이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다보니 권리‧의무의 종
기(終期)인 사망의 시점이 언제인지 법적 정의가 필요해졌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의료행위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해
졌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의료로서 연명의료의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보류하는 행위에 대해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연명의료의 중단‧보류 행위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생명권의 침해가 아니라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해석 지침이 되
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특성으로 보자면, 헌법 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9) 제정된 공법으로서 주무 행정관청인 보건복지부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 분류된다. 임종기의 존엄과 가치라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
로, 정부가 이 법의 근거와 한계를 가지고 행정작용을 수행하면서, 능동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사회형성작용으로서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결정과 실행에 관해서는 의료에 관한 일반법 보다
우선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2. 법률의 구성 및 체계

우선 총칙으로서 입법목적, 법 상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규정, 기본원칙, 호스
9) 대법원 2009.5.12 선고 2009다 17417 판결, 헌재 2009.11.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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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관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환자의 의사 확인
을 중심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한다고 적시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확
인하고 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해서는 의료법,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들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진다.
응급의료는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공법상 의무인데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
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명의료의 개시 전 단계에서는 응급의료의 범주에서 의료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연명의료로 넘어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이미 모든 의료가 환자의 생명
의 위험에서 회복시키거나 그 심신상의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므로, 명백한 사망의 근거가 있거나 환자가 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
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치료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심장회
복 및 생존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연명
의료결정법이 적용되어 소생술의 유보나 중단이 가능해진다.11)

3. 법률 내용과 쟁점

가. 목적 및 기본 원칙: 자기결정 존중, 최선의 이익, 인간 존엄

입법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제1조)
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자기결정의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1) 김아진, “응급의료에서 소생술에 관한 결정: 유보, 중단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2014.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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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를 입법 목적으로 두고, 기본원칙으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본인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를 비롯하여 향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본인이 알고 스스로 결정
할 권리,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면서 정확하고도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이 법에서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결정권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기본권이자 환자 본인이 본인의
종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의미로서, 이 법에서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푯대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토대가
되는 의료 지식이 필요한데, 본인의 신체의 상태와 치료방법과 예후에 관한 의료
지식을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받아 정보와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환자와 의사의
민주적인 소통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12) 그것은 의사에게는 설명의무로, 환자
에게는 설명에 의한 동의권이라는 권리로 나타난다. 이 법에서 설명의무와 동의권
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에 담당의사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제10조 제3항)
과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시에 의료인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명
시되어 있다.(27조)
최선의 이익이란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예후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익형량을 하는 것이다. 의료의 목표를 설정할 때
환자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유지하도록 하며, 부담보다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가능
성이 있을 때 의료적 개입이 해야 한다. 또한 이익보다 부담이 훨씬 더 클 때에는
개입을 계속하거나 새로 개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익과
부담의 균형성을 추구한다.13) 환자가 언제나 객관적인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
기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이익과 환자의 자기결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제3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12) 이정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생명윤리⌟ 제10권 제2
호: 43-50, 2011.12, 2면
13) 엄주희,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1집, 2018.5, 137면 ;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9(3), 2017.2,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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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법의 기본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존중하려는 것은 환자
의 자기결정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선의 이익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를 존중하여 실행할 수 있다. 최선의 이익 보장 원칙은 환자가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나 환자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에 환자의 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던
가, 의사와 환자 가족 간의 상담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보장한다.
자기결정권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주관적 권리인 반면, 최선의 이익
은 환자가 연명의료로 얻을 이익과 부담을 형량하여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최선의

두 가지를 동시에 입법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조화를 이룰수 있게 된다. 임종기에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은 환자 혼자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이 함께 결
정하는 형식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 적극적 자기결정으로 해석된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서 주변과 개인의 삶의 역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성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방해
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 전제
조건이 된다. 인간이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개체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상관적 존재이기
때문이다.14) 환자는 자율성과 상호의존성의 균형에 의하여 가족과 의료진이 공동
으로 탐색과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행함으로써 서로를 위한 책임
을 이행하여야 하고, 설명에 의한 동의15)라는 임종기 자기결정권으로 나타나야 한
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 의료진, 환자 가족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이 모두 참여하
는 소통 과정을 통해 상호적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으로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임종기 의료계획을 세우게 되는 사전 돌봄계획(Advance care

14) 구인회,『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들』 집문당, 2008, 165~167면 ; 정진홍,『만남, 죽음과의 만남』 (궁리, 2003)
129~136면, 모든 관계에서 단절된 외톨이인 죽음은 없으며 죽음 자체로 홀로 완결된 사건이 아니다. 죽음은 가족 공동체를 포함
해 사회 공동체가 함께 겪고 공유하는 사회성을 가진다.
15) informd consent이고, 환자의 의료에 관한 결정은 Shared decision making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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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
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진다.16)

나. 대상 환자 및 대상 의료

이 법에서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보류를 할 수 있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종과정은 “회
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정해지기 위해서
는 담당의사를 비롯해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법 상으로는 2인의 의학적 판단을 종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상 한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수련의)와 담당 전문의가 함께 임종기 판단을 할 경
우 조직 내 수직적 관계의 영향을 받아 상이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임상 현실
을 볼 때 사실상 1명의 판단과 마찬가지라는 문제가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보다 좀 더 넒은 범위의 개념으로 말기환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이다. 당초 2018년 2월 법률 시행 당시에는 말기환자의 질환을 암, 후
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질환이라고 명시하여 질환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27일자로 법 개정을 통해 말기환자의 질환을 삭제함으로써 연명의료계획서 적용

16) Catriona Mackenzie and Natalie Stoljar, Relational autonomy :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mony, agency, and the social
self, (N.Y :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40, 223. 인간의 독립성과 관계성은 양날이 칼로서 기능하며, 이는 상관적 자율
(relational autonomy)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환자 자주 권리법⌟의 입법 목적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
중과 ‘의사와 환자의 조화로운 관계 증진’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호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강조한 면이 있다. 대만의 경우 동법을
통해 사전돌봄계획을 핵심으로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다. 엄주희,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
한 연구”,⌜법학논고⌟, 2019,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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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17)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에 의해
환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작성되며 향후 임종과정에서 그
대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 의사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환자나 담당의사 입장에서 사전돌봄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호간 소통을 통해 최
선의 임종기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대상범위를 넓힐 필요
가 있다.18)
이 법에서 중심이 되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

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된
다.(제2조 제4항) 연명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복치료 내지 치유치료와는
다르게,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 없지만 생명은 연장시키는 의료이다. 비
교적 고도의 전문 의학지식과 기술과 특수 장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인공호
흡기, 심폐소생술, 투석, 항암제 투여, 장기이식, 수혈 등은 특수 연명의료(비통상
적 연명의료)로, 인공 영양공급과 수분 공급, 체온유지, 진통제 투여, 일차 항생제
투여, 배변과 배뇨 도움 등은 일반 연명의료(통상적 연명의료)로 분류하기도 한다.
법에서는 특수 연명의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들을 위주로 임종기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둔 것이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
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
는 안된다”(제19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연명의료의 범위에 영양과 수분 공급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당초 법 제정 시에는 연명의료의 정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4가지 의료행위만을 두고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CMO나 Heat & Lung Macine 과 같은 특수한 연명의료 기
술이나 앞으로 새로운 특수한 연명의료 기술이 도입될 시에는 이 법의 적용이 어
려워 연명의료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19) 인정범위가 협소하므로
1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11056호),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안 2018.2
18)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안, 2018.2.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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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이 수용되어,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서 다른 의료도 포함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27일자로 개정되었다.20) 임종기의 인공 영양과 수분공급은 자연적인 음식 공
급과는 다르게 의료적 행위로서 환자의 자연스러운 임종을 방해하고 부작용을 유
발할 수 있어, 오히려 의학적으로도 환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의료가 될 수 있
으면서도 종기(終期)에 영향이 없는 즉, 사망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다. 중단할 수 있는 여타의 연명의료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법 개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21)

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의 요건

환자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
서와 연명의료계획서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9항)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다.(제12조
제1항, 제2항) 작성자가 설명 들을 내용은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제12조 제2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연월일 등을 포함하게 되어있다.(제12조 제3항,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
식)22)
19) 김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Korean J Hosp Palliat Care 21(1) (2018 March): 4면.
20)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11056호, 2018.2 (각주 17)
21) 엄주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법학논고⌟ 제28권 제2호, 2018, 21면, 엄주희,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법학논고⌟, 2019, 47면.
22) 보건복지부령 제620호에 의해서 2019.3.26.일자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이 변경되어, 종전에 연명의료의 종류별(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혈액투석)로 V표시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되었다.

4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그런데 이 법률상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관의 설명은 연명
의료계획서 작성의 전제로 의사에게 부과하는 설명의무와 성격을 달리한다. 연명
의료계획서의 경우는 임종기 환자의 설명 동의권(informed consent)이 충실히 보
장되기 위해 전제되는 의료진의 설명의무로 필요한 것이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
서는 본인의 질병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전에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진료와 치료
가 전제되지 않아서 제3자인 등록기관에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명 동의권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 행하는 의사표시
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증인의 역할을 등록기관에 부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그러므로 등록기관의 설명의무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록기관의 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3)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작성되는 것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담당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증명,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등을 포함한다.(제10
조 제4항,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
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담당의사는 설명의무로서, 말기환자에게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작
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에 관한 사항 등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다.(제10조 제3
항) 미성년자의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호스피스 신청에서는 지정대리인이 가능한데, (제28조 제2항) 성인인
지 미성년자인지 조건을 명시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도 지정대리인에 의한 호스
피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는 허락하지 않는 대리
23) 엄주희,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법학논고⌟, 2019,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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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규정함으로써, 임종기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연
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라.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이 법에서 연명의료결정의 절차는 본인의사에 기한 결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환자가족 2인을 증인으로 하는 환자의사의 추정, 그리고 환자가족의 대리 결정의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조항으로 보면 환자의 의사 확인을 중심으로 기술
되어 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
자가족의 진술과 합의를 통해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보류할 수 있
다.(제15조~제18조)
연명의료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는 우선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
야 한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함
께 판단하여 기록한다.(제1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호 서식) 연명의
료결정 방식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환자 본인 의사에 기한 결정은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확인으로 이행된다. 연명의료계획
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보류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
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거나,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환자 본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연명의료의 중단 내지 보류가 가능하다. 둘
째, 환자 의사의 추정 방식에 의한 결정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요
한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환
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하였다
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보류할 수 있다. 이 때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전술한 가족이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이
에 해당한다.(제17조 제1항 3호,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셋째, 환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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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자 가족의 대리 결정이 이루어진다. 배우자와 1촌 이
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전원의 합의와24)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
인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보류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1호,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으로 가능하다.(제18
조 제1항 2호,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 방식
에는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하나 이 법에서는 이해
관계의 당사자인 환자가족들에게 온전히 일임하고 있다. 임종과정 중에 있는 환자
로 연명의료결정의 시기를 매우 좁게 한정함으로써 오남용의 소지가 적어질 수 있

감안하면 후술할 과잉금지의 원칙의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상 각각의 절차에 따른 서식에 기록을 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 시
그 과정과 결과를 이행서에 기록한다.(제19조 제4항,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
식)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9조 제5항) 연명
의료계획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환자의 의
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에 대한 확인서, 미성년자 친권자 확인서 및 환자가족 전
원 합의의 확인서, 이행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등 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하
여야 한다.(제20조) 판단서, 이행서와 각종 합의서 등 다층적이고 복잡한 서류들
을 건건이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의무기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기
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제19조 제5항)을 취하는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되도록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록의 관리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뒤에
서 서술하는 체계정당성이나 사안의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상의 요건과 절차로 연명의료 중단‧보류가 실행되는 경우는 자살이나 타살과
같은 인위적인 생명 종결이 아니라 규범적으로는 자연사로 평가되기 때문에, 보험
금 또는 연금급여 시에 연명의료 결정으로 사망한 사람과 그의 상속인 즉 보험금
수령인이나 연금수령인에게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24) 법 시행 시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전원의 합의로 제정되었으나, 고령 환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연락해서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
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축소, 2018.12.11.일자로 개정되었다.
(2019.3.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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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가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연명의료 보류 중단의 이행을 거부할 때
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담당의사를 교체하고, 이 경우
에 의료기관의 장은 담당의사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19조 제3항)

마. 기타

연명의료의 결정과 호스피스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제31조), 관리기관, 등록
기관, 의료기관 등 연명의료 관련 기관들과 호스피스 관련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
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유출 금지 의무(제32조), 환자가족의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에 관한 기록 열람의 권리(제33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이 연명의료
이행이나 호스피스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 의료기관에게 보고나 관련 서
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명령‧조사권(제34
조),

등록기관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

는 행정절차(제35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
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표권(제36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Ⅲ. 입법평가의 기준
1. 입법의 지도 원리

우선 헌법질서와 입법의 지도 원리로서의 원칙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
다.25) 헌법 질서는 모든 실정법의 근본 가치와 질서 원리를 제시하고 법제화 후
25)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법제, 2006 ; 입법의 지도원리를 체계 및 형식면에서의 입법원칙으로 사안적합성,
보충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으로 들고 있고, 내용 면에서의 입법원칙을 기본권 존중,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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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합헌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 헌법 질서에서 나오는 입법평
가의 기준으로 실체법적 원리와 조직법적⋅절차법적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헌법
질서를 관통하는 실체법적 지도 원리로서, 평등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리, 과소금
지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의 보
장과 기본권 보호 원리에서 도출되는 기준들이다. 조직법적⋅절차법적 지도 원리
로서 체계정당성, 사안의 적합성, 법률유보, 보충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조직법
적⋅ 절차법적 지도 원리는 행정법의 요소들로도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영역의 법
률 전반의 체계와 타법과의 관계를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실체적 헌법정신
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소들이라고 이해된다. 이상의 기준들은 헌법재판소

기관에서 심사를 받기 전이라도 법률 개정이나 정책 개선 요소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다.

2. 사회보장제도와 헌법질서

보건의료정책은 사람의 일생에 걸쳐 건강의 위해로 인해 국민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에 부담과 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면서 전국민 건강 증진
을 목표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회보장 제도와 맞물려 있
다. 우리 헌법에서도 사회보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장애인 보호 등에서 명
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암관리법 등으로 사회보험과 의료 및 복지서비스로서 질병의 치료
와 돌봄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26) 연명의료 결정과 같은 삶과 죽
음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 제도에는 사회보장의 면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본인
이 원하지 않아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제도나, 본
인의 책임이나 본인의 결정이 아닌 타인에 의해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제도는, 사법부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 타인들에 의한 사형 선고 내지 사회적인 타
26) 전광석, “가족의 사회보장기능과 사회보장법의 가족보호기능”, ⌜사회보장연구⌟, 제12권 제13호, 1996, 면; 전광석, ⌜한
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20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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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제도가 설계된다면 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출생에서 죽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도 사회보장제도와 헌법에서의 사회보
장적인 면을 기준으로 입법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상의 기준들
을 잣대로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을 평가하고,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
겨진 과제들을 전망하기로 한다.

Ⅳ. 입법 평가와 향후 과제
1. 실체법적 원리에 의한 평가

가. 평등의 원리로 본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
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원리 이다. 법적용에 있어서의 평등, 법 내용에 있
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원리이
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별 문제는 평등의 원리를 위반하
게 될 요소가 있다. 법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놓음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병원
인지 여부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차별이 존재한
다.27) 또한 무연고자, 독거노인, 성직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
는 환자의 경우 가족이 있는 환자들과 달리 임종기 권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차별

27) 김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8 March: 21(1) 4면. 의원입법으로 발의
되는 과정에서 국회본회의 상정을 거치며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시 재논의 되는 절차 속에서 국가위
원회의 권고가 담긴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삭제되어 임상 현실과 다소 괴리된 조항들이 제정된 점은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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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 지정 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존재한다.28)

나. 임종기 자기결정권 실현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문제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의 권한행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에서 위헌 심사의 원리로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
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
법을 하려고 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입법 활동의 한계 내지 지도 원리로 기능

권을 존중하고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법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과 최선의 이익을 모두 추구하면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
획서가 없을 때 환자가족이 결정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자
기결정이 아니라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대리판단 방식으로서 최선의 이익 판
단에 가까운데,29)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으로서, 환자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입증 절차 내지 가족들의 공모에 의한 허위 진술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30) 국내 의료 임상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해
결정하는 데에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고 환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가족이 환자
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 소생술을 상당
히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요
한다고 규정한 점과 환자 의사를 확인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서식(4종류)과
전산 상 기록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점은, 오히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 절차
28) 선은애, “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인문사회 21⌟ 제7권 제6호, 2016, 1125면
29)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 충돌 문제를 중심으
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2호, 2014년12월 240-241면; 최지윤‧김현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
기결정권”,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9 171면.
30) 이석배,“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논총⌟ 29(3), 2017.2 17-18면; 강태
경,“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KIC ISSUE PAPER⌟ 2016년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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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가운데 최대한 국민의 기본

법
제

법제논단

를 회피하고 연명의료를 조장할 수 있어 환자가 품위 있고 편안한 임종을 맞기 어
렵게 한다는 문제도 향후 개선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31)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
의 경우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구분이 임상적으로 매우 어렵고 외국
의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입법례에서도 말기환자와 임종환자를 별도로 다루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구분 없이 연명의료 보류‧중단 결정
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임종기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어서 적합한 수단
이며,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희생되지 않는 길이다.32) 진정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가능 시기는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33) 이상의 연명
의료결정제도에서의 문제들은 과잉금지원칙 상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면에서 합헌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다.

다. 국가의 임종기 기본권 보호에서의 최소한의 의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할 때에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
항은 있다. 입법자에게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충족시키도록
하면서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구에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환
자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법률에 담
을 필요가 있다. 즉 임종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자기결
31) 대한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보도자료,“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편
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돕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입법취지와 반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조장 우려”, 2017.4.26.일자. 고
령환자의 경우 수십명이 될 수도 있는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에 모든 직계혈족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정 논의
가 있었다. 그래서 직계 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의 합의를 요하던 규정이 2018년 12월 11일자 법률 개정으로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의 합의로 축소되었다.
32) 실제로 이 법에 따라 대상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으로 좁게 해석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 환자로 할
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르게 되면 굳이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의료진과 가족
의 협의를 거쳐 죽음의 과정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중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타당한 비판이 있다.
33) 김명희 , 앞의 논문, 5면, 환자 의사를 확인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서식(4종류)과 전산 상 기록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점
도 간접적으로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 절차를 회피하고 연명의료를 조장할 수 있어 환자가 품위 있고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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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이름으로 안락사 금지라는 규정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중단‧보류는 자연사로 평가되
며 생명의 자기 처분을 규정하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와는 명백히 구
분되는 것으로, 규범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언론에서
이 법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존엄사라는 용어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사용이 지양되어야 한다.34) 존엄사 대신 행위를 정확
히 명하면서도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연명의료결정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임종기의 자기결정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는

서는 안 되며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켜서도 안 된다. 자율성의 대전제는 삶과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
다.35)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위, 즉 생명을 종결할 자율성까
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이며 합리적 존재라는 지위는 우리에게 내재적인
존엄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내재적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을 위한 필수조
건이 된다. 따라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행복의 모든
가능성을 단번에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36)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이며 개
인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성에 근거하여 의
사조력자살, 조력사망과 같이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의 죽을 권리’가 도입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보호받던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이
34) 엄주희,김명희,“호스피스‧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제28권 제2호,2018.6 ; 이윤
성,“아직도 안락사인가?”,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1169면
35)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논집⌟ 제32권 제1호, 2012, 165면.
36) 이종원,“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철학탐구』 ,제21집, 2007 ,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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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이나 제도 또는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의 정당성과 존속성을 신뢰하였을
때,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상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구법에 의하여 이미 획득한 자격, 권리 등에 대한 신뢰
는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법
제정 이전이라도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작성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서류들, 특
히 공증을 받은 의향서 서류들도 법에 의해 등록기관에 등록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될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도록 하는 이유는 연명의료에 관
한 중단 또는 보류를 원하는 환자의 진실한 의사를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
고, 환자가 본인의 임종기에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
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등록 절차나 등록기관의 운영 등 절차적
형식에 매여서 환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고자 하는데 신뢰보호의 원
칙을 깨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에 의료 관
행으로서, 그리고 현재도 임상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심폐소생술금지
서식(DNR:do-not-resuscitate)의 사용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있는 서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37)

2. 조직법적⋅절차법적 원리에 의한 평가

가. 체계정당성: 타법과의 체계 분석
체계정당성 또는 체계정합성이란 법규범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내용 면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이다.38) 규율대상이 같다면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지도록 해야 하지만, 입법 목적이 법률들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
37) Dong Joon Kim, et al,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alliative care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legal, ethical and
practical issues”, Clin Mol Hepatol Volume 23 Number 2, June 2017, p121
38)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결정; 체계정당성의 헌법적 요청은 국가 공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
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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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체적인 법률 내에서의 규율되는 각 사안의 특수성과 관계성을 종합하여 체계
정당성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으
나.39)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한 일관된 기준과 원리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입법
자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0) 입법
자가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나,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 그
리고 집행의 최종 판단 과정인 재판의 판단 적용 기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 모든 법체계에서 동일한 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당성의 요청이다. 최
종적인 판단 부분인 사법에서도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작동하고 있으므로 헌법재
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기 위한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임종기 환자를 포

못한 법률 조항들은 위헌으로 선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41) 이에 따라 공법·사법
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실정법 간 체계정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예측되는 문제 상황
과 위헌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임종
기 의료행위 관련하여 지도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다. 의료법 상에는 진료 및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무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의 변조,
훼손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의료법 제22
조, 제23조, 제82조의 2) 그런데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각
종 서식과 기록도 의료법상 의무기록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연명
의료결정법이 서로 기록의 방식과 관리를 이원화하여 이에 관한 제재도 다르고 불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가중되는 면이 있다.42) 또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민법이 일
반법으로 기능하므로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사전 의사표시도 민법상 의사표시
의 법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도 장기
적출에 관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특이하게

39)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결정
40)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2009. 489면.
41)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6, 306-307면
42)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및 의무기록의 변조, 훼손 금지의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22조,
제23조, 제87조의 2)하는 제재가 있는 반면, 연명의료결정법의 경우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제39조)

2019.12

57

Legislation

함한 보건의료 영역의 각 법률들도 이러한 체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법
제

법제논단

‘의사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있어 연명의료결
정에 있어서도 후견인의 대리 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대리결정만을 명시하고
있어 후견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43)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의 자격
을 정하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후견감독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후
견인에 의한 대리 결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설령 연명의료결정법 상 후견
제도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둔다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이 결정하지 않고 후견개시심판을 받기 위해 여러 비용과 수고를 들여 후견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터이지만,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거
나 해체된 가정의 경우 등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데 효용성이 있다.44)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호스피스 이용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 가
능한데 연명의료계획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방식을 취하여, 민법상 미
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방식에 적용되는 법리와 맞지 않는다.45) 질병, 노령 등의 사
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리하는 후견제도
를 실행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권리만을 얻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
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민법상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연명의료결정법도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나. 사안의 적합성 검토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기에 매달려 죽음의 과정만
길게 연장하는데 대한 거부로서 임종기에 자연스러운 사망의 형태로 전세계적으
로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분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43)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2009,
229-232면; 성년후견제도 시행 전이면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전에 국회 법안(박은수 의원안 등)과 논문 등에서 성년후견제도로
서 연명의료결정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던 바 있다.
44) 현소혜,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2012, 198면 스위스의 경우 의
료행위에 대한 후견인제도 뿐 아니라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친지, 친구 등이 전혀 없는 경우 국민의료보험이 선임하는 대리
인, 동의권을 대행할 자의 순위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이외에 자 – 비속 – 존속 – 형제자매 순) – 등
에 대해 규율하여 환자의 임종기 의료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5) 엄주희,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1집,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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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률이 존재하
지 않아도 대법원 판결46)의 논리로 인정된 바 있듯이 의료윤리의 실천으로서 의료
현장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법률에서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절
차적인 면이 상술되어 있는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보류․ 중단하기 위한 절차
와 서류 등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환자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촌 이내 직
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종 현장에서 보고해야 할 서식이
복잡하고 절차가 너무 상세하다보니 실체적으로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 존중과 최선의 이익 보장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과는

의료윤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의료현장의 문제와 생명권의 문제에서 법률유보
의 의미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종기 과정
의 의사결정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면이 있으나, 내용적 정의에 더 본질적
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보류 결정이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아니
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편안한 임종의 권리로도 실행할
수 있다.47)
연명의료 중단 보류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실행한 의료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벌칙 규정의 적
정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데, 법의 취지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임종
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명의료 중단 보류 실행에 대한 비범죄화이므로 의료진에 대
한 처벌 규정은 이에 부합하지 않고, 환자의사에 반하거나 대상환자가 아닌 사람
에게 행하는 연명의료 중단‧보류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죄 등의 형법상 규율로 충분
히 규제할 수 있다.48)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46) 대법원 2009.5.21.선고 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 사건)
47) 대법원 2009.5.12. 선고 2009다17417 판결, 2009.11.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
48) 형법상 타인의 생명 침해에 대한 형벌 규정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고의‧ 과실을 구분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강태경, 앞의 글, 18면; 형법상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해
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전의료의향서를 위조, 변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으
로 무거운 형량을 주장하는 반대 견해도 있다; 임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제8권 제2호,
2017, 1006-1007면. 2015년 6월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와 같이 형벌의 수위를 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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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형법상 형사 처벌로도 충분이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보류 중단에는 위법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 법률에서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49)

3. 사회보장적 헌법 원리에 의한 평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돌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치료의 중단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임종기 자기결
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에 연명의
료계획서의 작성이나 임종과정 환자 판단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재정 지
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제38조)이나 등록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제11조)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이 가능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고, 정부에 등록해야
될것을 요구하면서(제14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재정지원
없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다보니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해지고 법 상 요구하는
심의, 환자 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게 된다. 중소형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보니, 암묵적으로 연명의료 보류의 방식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요양병원 등이 법률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된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
한 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방식은 제고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
과 기능이 환자 개개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이 임종기의 전반적인
돌봄 체계를 향상시키고 죽음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의료인과 관련자들을 조력하
도록 하는 기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등록기관에 대한 지원도 오랫동안 연
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몇몇 큰 단체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보편적인 국민들의 권리로서 접근성을 제
49) 이인영, “미국의 자연사법 규범과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주는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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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50)
임종기 의료 비용 면에서도 환자의 주부양자인 가족을 대신하여 경제적 부담
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사회권적
요청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과 같이 환
자의 사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연명의료 결정 자체를 단순히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 간 갈등과 분열을 조
장하여 가족생활의 보호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인 가족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면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활용
하도록 하거나, 성년후견제도의 법리에 부합하는 환자의 임종기 권익을 위한 대리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Ⅴ. 결론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애 말의 마지
막 기본권을 실현하도록 초석을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료 현장의 의견과 국
민들의 필요와 소망을 연료로 하여, 사회적 합의체 구성‧ 국가 생명윤리 위원회의
협의의 과정 등의 오랜 사회적 합의를 발화점으로 하고, 국회의원 법률안과 정부
입법안이 합해져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합의적 정책 결정 과정의 모델을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품위 있는 삶
의 마무리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
상 현장에서 환자의 자율성이 정착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제공하였고,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전단적 의료행위나 과잉 의료행위를 거부하면서도 존엄성을 유
지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임종 돌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도 인권의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된다.
법률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법제화될 때 법조항에는 입법목적으로
50)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의안번호: 2022288, 2018.8.30.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모든 空空
義료기관을 의무적으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
는 개정안(의안번호:2015331, 2018.9.5.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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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
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책의 기본방침을 나타낸다. 입
법과정은 곧 정책결정과정이며 입법과정의 참여자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가 된
다.51) 그렇기 때문에 입법 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사후에도 입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입법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료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질 필요가 있지만,
일부 사회계층의 독선과 편협한 전문지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합일
조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국민적 법감정과 헌법 질서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것이 법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
하면서 가장 나약한 상태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론적 지위에서 임종기의 의사결
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즉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의 환자의 가족 동의 요건52)와, 무연고자, 독거노인, 성직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지정 대리인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도입을 준비하여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등록 시스템 전산 상 기록의 간소화를 추구하여 불필요한
관료적 행정절차를 지양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심
폐소생술 금지 서식(DNR)도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법에 반영할 필요를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성년후견제
도를 규율하는 민법과 같은 법령과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가족의
대리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와 규제 마련,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구
분 문제 해소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환자의 범위의 조정, 의료진 처벌 규정
의 합리화 등은 향후 재검토 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현재 법으로는 특수 연명의

51) 이선규, “보건의료입법론에 관한 연구- 입법과정의 역사적,정책적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 관련 입법활동 고찰”, 연세대학교 대
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료법윤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4.12월, p11~12.
52)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결정 위한 ‘환자가족’ 범위 축소 검토”, 청년의사, 2018.4.27.일자 2018년 5월 9일, 국가생명윤리
심의원회의 연명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가족의 범위 축소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12월11일자로 개정, 공포되
었고, 2019년 3월28일자 시행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3991, 제안일자: 2018년 6월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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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이 가능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머
지않아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 문제를 제기할 시기가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진정한 의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이 되기 위한 연명의료의 범위나 대상 환자
의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53) 환자가 궁박한 상태가 아닌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할 때 본인의 임종기의 의사결정을 미리 해두는 데서 임종기
에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족이 환자 대신 의료진과
소통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환자가 임종기에 가까워지기 이전에 사전돌봄계획
(Advance care planning)과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환자와 의료진, 가족들 등 관
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치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전연명

도 필요할 것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필수적인 요
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의 갈등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관 윤
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의료기관 윤리위원
회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
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개선하고,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자문과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상담사 역할을 하는 의료인이나 전문인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것,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대한 조직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와 같이 자기결정권이나 권리의 옷으로 포장하
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법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인간
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인 임종문화가 보편화되고 삶의 종기까지 돌봄
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입법자와 정책 집행
자의 몫일 뿐 아니라 죽음을 향해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53) 대만의 경우 일반 연명의료나 특수 연명의료의 구분 상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인공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
로 결국 의료행위를 수반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므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인공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의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7.76-77면 등; 대만에서 2016.1월 제정, 2019.1월 시행을 앞둔 환자자주권리법 제8조에서는 중단할 수 있는 치료범위에
인공 영양 및 수분 공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엄주희,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 에 대한 연구”, ⌜법학논고⌟, 2019,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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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alu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Juhee Eom
Ph.D, Yonsei Universit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is a law that covers the health care of
all citizens and can be classified as a part of health policy. The law goes through
several milestones, such as so-called ‘ Severance Kim's grandmother case’, which
has been largely framed through the guidelines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social consensus committee such as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After drafting legislation of law makers and
government, a law with its current form was enacted, which was enforced from
February 2018.
Life and death in modern society are absolutely dependent on medical care, which
can be said to begin with medical care and end with medical car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life sciences have improved the ability to sustain life, and
many people rely on various medical devices for the end of their lives from hospital to
death, and many people die in hospitals instead of at home. With the medicalization
of death, whether to support end of life comfortably and with dignity and to
implement medical care such as hospice- palliative care until the end of life is one of
the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life at the end of life, the so-called 'Quality of death'.
While the issue “inhumane euthanasia or meaningless interruption of life
expectancy”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world for a long tim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is meaningful in terms of that finally takes the first step in
legislation to realize autonomy at the end of life and guarantee the final fundamental
rights of life in Korea.
This paper is a post-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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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law, based on principles such as the meaning of the system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order, its status within
the legal system and its legitimacy with other laws. By examining the problems,
improvements, and the prospects of current legislation according to social change,
this study presented the suggestions and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legislation that can be used to discuss the reform of the health care legislation at the
end of life.
Key words :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Making System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ight to Self Determination, Health Care, Quality of Life,

Legislation

Quality of Death, en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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