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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종교·의료·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

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

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

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

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연명의료결정법(the Act on Decis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Death with Dignity Act, the End of Life Options 

Act, Well-Dying Act), 자기운명결정권(Patient’s Right to Life-Determination), 연명의료중단·보

류(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do 

not resuscitate” forms in advance, a letter of inten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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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

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되었다.) 2017년 8월 4일에,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임종과정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

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

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남겨 두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게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 같다는 판단을 의사 2인 이상에게 받았을 

때 작성한다.) 등을 통해 연명의료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

나,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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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동의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여 가족 중 연락이 어려운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

를 제외한 환자 가족의 동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 가족 중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기 어려운 행방불명자의 조건을 완화하였다. 

즉, 환자 가족 의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심장·폐순환장

치), 수형, 승압제 투여 등의 중단으로 확대하였다.

II.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쟁점

1.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1.1 개념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은 임종(臨終)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안락사와 구별된다. 

1.2 비교 개념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이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비교 개념으로 안락사는 인위적인 생명 단축 여부에 따라 진정안락사

와 부진정안락사로 나뉜다. 인위적인 생명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진정안락사는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부진정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 약물 투여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몰핀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통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구별된다. 즉, 연명의료 중단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연명의

료중단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

아, 스위스 등에서 환자의 뜻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40곳 정도가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미국 일부 등에서 허용되는 안락사는 더 이상 고통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망을 도와주는 조력사망으로 한국 현행법과는 

구별된다.

Fig. 1. Legal process on withholding/ withdrawing Life-Sustaining

https://www.lst.go.kr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able 1. registration status on Legal process on medical 

interruption (as of May, 2019).

Table 2. registration authority on Legal process on medical 

interruption (as of May, 2019)

https://www.lst.go.kr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 연명의료결정의 쟁점

2.1 배경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

결.)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화두가 되어 2009년 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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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탄생하였다.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

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2 주요 쟁점

우선 연명의료의 중단이 생명침해에 이르는 경우 형법상 치료행위

의 보류 또는 중단하는 행위는 작위행위 또는 보증인적 지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250조 살인죄 또는 동법 제252조 

촉탁·승낙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허용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연명의료 보류 또는 중단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

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III.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입각한다. 다만 자기결정권의 

예외로서 타인의 결정에 의한 경우로는 첫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둘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 친권자의 

의사나 가족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무연고자의 경우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인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년후견제도 등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보험법에서의 문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망이라는 사건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보험법적으로는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사망으로써 일반사망으

로 분류되고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사망은 

자살, 타인의 도움을 받은 자살 또는 타살로 구분된다. 상법 제638조에

서 보험계약은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확정한 사고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의 태양이 불확실한 보험사고를 

말한다. 그리고 보험실무에서는 약관상 사망원인에 의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므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사망 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상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훼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

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에 

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

를 보류 또는 중단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의 

결정에 의해 행해진다면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이에 관한 

법제도적 보완이 개선되어야 한다.

IV. 결 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의 화두는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변화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를 넘으면 고령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보건복

지부는 2020년부터 의사국시 필기과목 중 법규과목인 보건의약관계 

법규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추가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치료거부의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 줄 의료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생명경시풍토가 

생길 우려도 있다. 특히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가족이 결정하게 될 

경우에 위험성이 내포된다. 그러므로 환자 의사에 배치되는 가족 

진술 등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당하고, 가족 

간 갈등 원인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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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제1조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

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학, 의학, 사회학, 종교학 등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최선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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