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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rehension of Hospice-Palliative Care and Self-determination Life 
Sustaining Decision-Making Act as Uro-Oncologist

Jung-Sik Huh

Department of U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Every year in Korea about 50,000 terminally ill patients pass away in pain and more than 90% of the elderly 
oppose medical treatment to keep terminally ill patients alive. In medical ethic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important, but he or she is unconscious or older and cannot express himself/herself, then 
his/her family should decide whether or not prolong treatment. From February 4, 2018, Hospice-palliative care 
and self-determination life sustaining decision-making Act will extend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A specialist 
in the treatment of genitourinary cancer, focuses o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However, by understanding 
this law, including terminology and how to implement of process of decision and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a uro-oncologist has to counsel and perform education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 revision law has been forwarded 
to simplify the procedure. The Assembly should make haste with reviewing the law to help reduce the pain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Korean J Urol Oncol 2018;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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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기 수명은 의료기술의 발 과 경제 인 여건의 

향상 등으로 100세를 앞두고 있지만 고 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암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되고 이로 인한 사망도 증가되고 있다. 암 이외의 

질환, 즉 심뇌 질환과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

다.1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숙명과 같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은 구에게나 경험하지 못한 

일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임종 시에 어떠한 상

태와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기 는 개인마다 차이가 많다. 

한 죽음을 하는 태도는 시 , 문화  종교 인 차이

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은 이 과는 달

리 집보다는 병원이 주된 곳으로 증가되고 있다.2 인간의 

품 를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 할 수 있는 

장소는 자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3 병원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병원의 의료진과 죽음을 맞이하는 환

자, 환자의 보호자들 간의 말기에 한 치료 방법 즉 심폐소

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액투석 등과 같은 연명의료

에 한 인식과 그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의료분쟁까

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윤리 인 측면에서 환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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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권이 요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나이가 많고 치매

와 같은 정신 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의사표 이 불가능

한 경우와 질병의 상태는 한 상태이지만 환자분에게 직

 병에 하여 알리지 않는 것이 자녀들 스스로 효도로 

생각하여 환자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경우 의료 장에서는 행 으로 심페소생술 지 동의

서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심폐소생술 지 동의서는 의

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가 직  서명을 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가족 특히 아들이 직  서명을 하는 경우가 

실 으로 많이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지에 환자 본인이 직  서명을 한 경우는 단 1 도 없었으

며 배우자나 자녀가 서명한 경우가 각각 47%, 46%로 보고

되었다.4 한 이러한 심페소생술 지 동의서는 법  서식

은 아니며 법 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법으로 함)이 실시됨으로써 말기 환자 즉 의료 수 으

로 삶을 연장시키거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환자에 용

이 되었다. 비뇨생식기의 암을 문으로 진단과 치료, 방

을 하는 문가이지만 법 인 문제나 윤리 인 을 등

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근 증가되고 있는 립선

암, 방 암, 신장암 등에 한 치료에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완치, 혹은 5년 생존율

이 향상되고 있다.5,6 그러나 암 치료 이후 재발로 인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즉 말기암 환자와 임종 과정

을 돌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비뇨기계암의 문가

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이해함으로써 말기암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환자보호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으

며 말기암 돌 에 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명

의료결정법의 제정 과정  법의 구성과 문의로서의 역

할과 앞으로의 망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과정

의료 장에서 말기환자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심페소

생술 지 동의서에 해 환자 혹은 가족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

정은 원칙 으로 환자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 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에 하여 문제 제기가 되었다. 2004년 보라

매병원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

자를 환자 가족의 요구에 의해 인공호흡기치료를 단한 

것이 살인행 로 간주되어 담당주치의가 살인 방조죄로 실

형을 받았지만( 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결), 

2009년 세 란스병원의 김할머니사건의 경우 회복불가능

한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인공호흡기를 통한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침해행 로 간주되어 연명의료의 단이 법원

에서 결정되어 연명치료를 단하는 상반되는 결이 있었

다( 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결).7 두 사건의 

경우 의료기  내 연명의료 단이 행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에 

한 의견을 가족들에게 제시한 것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

권을 받아들여진 것이고 환자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단에 한 결정은 모든 가족들의 의

견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다. 즉 자기의사결정 즉 치료방법

에 한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요한 

요소이다. 한 재 의료 수 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한 요구 등으로 연명의

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성과 목

일반 으로 법률의 구성을 보면, 법률의 목 , 용어 정의, 

집행하는 기 과 감독기 , 시행방법, 벌칙, 부칙 등으로 되

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도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고 

두가지 범주가 합쳐져 있다. 즉 호스피스와 련된 부분과 

연명의료결정에 한 법률로 나 어진다. 호스피스 련법

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기 의 선정, 말기환자 등의 정한 통증 리 등 

증상 조 을 한 지침 개발  보 , 호스피스의 설치  

운 과 정책 개발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연

구개발 사업, 등록조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 역

을 확 하 다.8 연명의료결정법의 목 으로는 환자의 최

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무의미한 항암치료나 

심폐소생술 등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연명의료 여

부의 결정을 함으로써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여

부에 한 갈등을 없애는 것이다. 즉 환자의 상태를 반

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담당의료진의 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정보를 임종 상태가 아닌 의식이 뚜렷하

고 본인 스스로 단이 가능한 시기에 환자와 가족들과 

재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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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words of law. Fig. 3. Legal form of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Fig. 2. Legal form of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의료결정법의 용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다양한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다

(Fig. 1).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

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

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단은 환자를 직  치

료하고 있는 의사와 해당분야의 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  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는 공

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해당분야 문의는 암과 련되어 

해당 암의 문의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

흡기 착용의 의학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는 특수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

이나 기계에 한 사용을 제한 것으로 일반연명 즉 수분섭

취, 산소공 , 욕창 방을 한 체 변경, 장 을 통한 

양공  등의 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기환자’는 

극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 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

고 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분야의 문의 1명으

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상되는 환자이다. 

말기환자의 질환으로 암, 폐쇄성폐질환, 간경화, 후천성면

역결핍성환자, 통령령이 정하는 질환으로 되어 있다. 즉 

암뿐만 아니라 비암성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한 연명의료 단 등 결정  호스피스에 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병원 내 담담의사가 환

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  작성을 하는 것이다(Fig. 2). ‘사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단 등 결정  호스피스에 한 의사를 직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이것은 작성하는 곳은 사 연명의향

서 등록기 에서 작성이 가능하다(Fig. 3). 연명의료 단 

등 결정의 이행은 담당의사가 환자를 이행 상자인지 여부

를 먼  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사 연명

의료의향서나 환자의 의사를 직  확인할 수 있는 연명의

료계획서를 확인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다. 사 연명의료

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이와 련된 서류를 확인하

고, 연명의료 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해야 

하며, 임종과정에 한 단서 등은 법 인 서식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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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process of decision and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Quotation for guide of decision and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December 2017).

한다(Fig. 4). 사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 은 2018년 3월 

재 공공기  1개, 의료기  24개, 보건소 14개, 비 리시

민단체 10개소로 총 49개이며, 연명의료계획서와 련된 

의료기 윤리 원회 등록기 은 상 종합병원 34개, 종합

병원 56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3개소로 총 108개로 지정되

어 있다.

연명의료 단 이행과정과 벌칙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단하는 것은 환자 본인이 건

강할 때 작성된 사 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거나 환자와 

의식이 명료한 경우 직  환자의 상태에 하여 상담한 이

후 환자의 자발 인 의사로서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평소 환

자가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지와 같은 의사를 표 했다

는 것을 가족 2인 이상의 동일한 진술이 있어야 하며 가족 

2인 이상의 서명과 담당의사와 문의의 확인이 필요하다. 

의식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족 

원의 합의와 담당의사와 문의의 확인이 필요하다. 가

족의 원 합의가 없거나 가족 일원 에 한명이라도 연명

의료 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속 으로 연명의료를 지

속 으로 시행해야 된다(Fig. 3). 가족이 없고 환자의 의사

표 이 없는 경우에는 지속 인 연명의료가 필요하다. 

한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계증명서를 확인해야하는 

차가 필요하다. 법 으로 가족 에 최우선은 배우자이

고 이후 직계존비속이 다음으로 되어 있다. 담당의사는 확

인된 환자의 연명의료 단 등 결정을 존 해야 하며 이행

하는 경우에도 일반연명의료는 시행되어야 한다. 담당의사

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 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담당의사를 교체할 수 있다. 한 담당의사는 이행과정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기 의 장은 그 결과를 

리기 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에 반하는 의료행 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되어 있다. 임종과정 단을 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의사의 

서명과 해당분야의 문의 1인의 서명이 필요하여 임종과

정에서 서류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 

비뇨의학과 문의로서의 역할과 행법의 문제

암을 문으로 치료하는 비뇨의학과 문의로서 연명의

료결정법에 암이 상질환으로 포함되어 있어 법에 한 

이해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재 증가 추세에 

있는 립선암, 신장암, 방 암 환자 등에 있어 연명의료결

정에 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소속병원이 사 연명의

료의향서 등록기 인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직  작성이 가

능한 의료기 윤리 원회 등록기 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항암치료를 직  시행하는 경우에는 말기환자의 단과 연

명의료에 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 타과에 치료 인 비뇨생식기암 말기 환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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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상질환은 암, 폐쇄성폐질환,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질환으로 임종과정에 이르는 경

우도 많아 법 으로 허용되지 않은 질환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 인 서식이 무 복잡하고 가족 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 연명의료 

지에 한 마련된 규정이 없고 벌칙이 실에 맞지 않아 

이것에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각 의료기 에서 별

도의 서식을 가지고 사용 인 심폐소생술 지 동의서는 

의료분쟁이 발생되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게 되어 이것에 한 책이 필요하다. 

결      론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치료에 한 자기 결정권에 

한 존 과 스스로 말기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

해 환자 본인과 환자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이

기 한 법이다. 그러나 벌칙의 강화로 인해 오히려 연명의

료를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 형

식 인 서류작업이 의료 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일반인들이 자연

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한 비뇨생식기암을 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연명의료결정

법에 해 잘 인식하고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질환의 말기

와 임종과정에 한 이해를 넓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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