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환자 및 환자가족의 결정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호스피스와 연명

당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및

어떤 모습인가요?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시행계획을 심의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꺼리는 문화입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지원, 상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등록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관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www.LST.go.kr

문의전화 1855-0075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연명의료결정제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➊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①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담당의사와 환자가 함께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②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무엇을?

Q 연명의료결정제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회복되지 않으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절차를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주는 제도입니다. (2018.02.04 시행)

판단합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향서 등록을 확인
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➋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가 작성한 서식도,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
누가?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을

담당의사 또는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하게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어떻게?

확인합니다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Q 연명의료계획서

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또는 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
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➌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시행하지 않거나 (유보), 중단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환자 가족 범위
①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②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