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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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건
지금 이 순간 이뤄지는 수많은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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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 사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평소 본인의 연명치료거부
의사에 근거한 가족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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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019년 현재

1997
보라매 병원 사건

201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정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법제도화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퇴원에 대한 의료진 및 가족을

위한 권고안 마련

전국 300여 개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지정 운영 중

인정한 판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호스피스와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

CONTENTS

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관리기관으로

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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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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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수행하려는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윤리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어디에서 이행할 수 있나요?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등록

자주 하는 질문 / 답변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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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상실

회복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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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①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의사와 환자가 함께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②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 (향후)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향서 등록을 확인

판단합니다.

한 경우

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누가?

담당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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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확인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둘 수도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연명의료계획서

의사를 확인합니다.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3단계
말기환자

-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
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

환자가 작성한 서식도,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하게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확인합니다.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거나 (유보), 중단합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범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①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
②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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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무엇인가요?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
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부작용: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
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부작용: 가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항암제 투여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 출혈, 응고장애,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

부작용: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증 등 발생 가능

색전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를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작용제
부작용: 지속적인 혈압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부작용: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 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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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238개) : 1577-1000
②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855-0075
③지역별 등록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보건소

서울특별시중구
(02-3396-6405)
서울특별시은평구
(02-351-8262)

부산광역시사상구
(051-310-3371)
부산광역시동구
(051-440-6568)
부산광역시연제구
(051-665-5671)
대구광역시달성군
(053-668-3953)

인 천

인천광역시부평구
(032-509-8224)

대 전

대전광역시유성구
(042-611-5042)

광 주
울 산
세 종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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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
(062-608-3342)
광주광역시남구
(062-607-4480)
-

부천시(032-625-4194)
고양시일산동구
(031-8075-4831)
부천시소사
(032-625-4253)
부천시오정
(032-625-4354)

구 분

보건소

강 원

-

충남·북

천안시서북구(041-521-2553)
천안시동남구(041-521-5029)
보령시(041-930-5933)
서천군(041-950-6730)
금산군(041-750-4373)
예산군(041-339-6052)
부여군(041-830-8638)
증평군(043-835-4242)
제천시(043-641-3051)
음성군(043-871-2153)
옥천군(043-730-2114)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971)

(법)인화재단한국병원(043-252-6677)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041-550-6891)
충청남도천안의료원(041-570-7345)
충청남도홍성의료원(041-630-6238)
충청남도공주의료원(041-962-1230)
충청남도서산의료원(041-689-7432)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041-356-1355)
대한웰다잉협회
(041-911-5556)

전남·북

고창군(063-560-8756)
김제시(063-540-1317)
부안군(063-580-3805)
완주군(063-290-3043)
전주시(063-281-6232)
정읍시(063-539-6121)
무주군보건의료원(063-320-8220)
익산시(063-859-4821)
남원시(063-620-7935)
광양시(061-797-4106)
순천시(061-749-6831)
나주시(061-339-2121)
군산시(063-460-3234)
담양군(061-380-3982)
여수시(061-659-4315)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238)
목포시(061-270-8936)
영광군(061-350-5558)

예수병원(063-230-8004)
전북대학교병원(063-250-2370)
진안군의료원(063-430-7108)
효사랑전주요양병원(063-259-2421)
(의)백상의료재단가족사랑요양병원
(063-540-1569)
효사랑가족요양병원(063-711-1106)
전남제일요양병원(061-900-1160)
화순전남대학교병원(061-379-7046)
(의)성석의료재단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061-653-9119)

대구의료원(053-560-7451)

(사)위드피플(063-282-5546)
(사)원불교호스피스회
(063-843-3530)
웰다잉전북연구원
(063-226-4433)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063-272-4400)

인천광역시의료원(032-580-6552)
(의)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032-580-945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032-280-6089)
인천사랑병원(032-457-2130)
(의)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
(032-899-9527)
부평세림병원(032-509-5459)
충남대학교병원(042-280-8632)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042-220-9986)

경남·북

문경시(054-550-8072)
울진군(054-789-5031)
창원시마산(055-225-5995)
창원시창원(055-225-5774)
창원시진해(055-225-6163)
남해군(055-860-8723)
포항시남구(054-270-4024)
경상남도산청군보건의료원
(055-970-7541)
포항시북구(054-270-4123)
영양군(054-680-5195)
김천시(054-421-2730)

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
(054-541-2057)
(의)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054-289-1770)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054-851-6164)
예손요양병원(055-791-7551)
성심메디컬의원(070-8990-2072)
경상대학교병원(055-750-8636)
영주적십자병원(054-630-0184)
안동병원(054-840-0433)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4571)

-

제 주

-

제주대학교병원(064-717-1099)
제주도서귀포의료원
(064-730-3186)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02-2281-2678)
(사)희망도레미(02-393-9987)
각당복지재단(070-7166-5583)
(사)사회적협동조합멋진인생웰다잉
(070-7372-1144)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한국메멘토모리협회(02-3392-4120)
(사)웰다잉시민운동(02-777-0204)

부산웰다잉문화연구소(051-322-7701)
생애말기돌봄연구소(051-510-0786)
(재)그린닥터스(051-816-2320)

리더스웰다잉협회(053-657-5566)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032-471-4311)

대전웰다잉연구소(042-535-5049)

KS병원(062-975-9370)
전남대학교병원(062-220-6913)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031-900-0100)
세계로요양병원(031-932-4200)
아가페의료재단시티병원(031-340-2235)
(의)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070-5137-7039)
(의)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031-467-9197)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031-389-3123)
느티나무의원(031-555-8004)
로아신경과의원(031-718-6700)
힐링웰요양병원(031-595-0055)
국립암센터병원(031-920-1158)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031-500-1771)
분당서울대학교병원(1588-3369)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031-249-7165)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031-888-017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강원도원주의료원(033-760-4622)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033-240-5436)
효제요양병원(033-434-4111)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033-744-7573)
강원도삼척의료원(033-570-746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현황 (2019.11.04. 기준)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02-2072-3066)
서울아산병원(02-3010-1106)
연세의료원(신촌)(02-2228-4301)
(사)누가선교회누가한의원(02-2264-0404)
삼육서울병원(02-2210-3419)
삼성서울병원(02-3410-1060)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02-2650-2654)
더불어내과(02-469-7577)
강동경희대학교병원(02-440-61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4698)
(학)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02-2258-8152)
한국원자력의학원(02-970-2043)
살림의료생협살림의원(02-6014-994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02-3779-2552)
허브휴병원(051-294-8331)
(의)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051-607-0135)
부산대학교병원(051-240-7716)
삼육부산병원(051-600-7561)
해운대 부민병원(051-602-8090)
부산가톨릭의료원부산성모병원(051-933-7062)

의료기관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052-255-8530)
-

(사)하이패밀리(031-772-3223)
(사)호스피스코리아(031-718-5585)
평택호스피스(031-691-0675)

아라웰다잉연구회
(033-534-8788)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033-646-9669)

10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어디에서 이행할 수 있나요?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구 분

자주 하는 질문 / 답변

전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ㆍ등록 의료기관 현황 (2019.11.08.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서

(학)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대부속구로병원,
울 고려대학교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신촌),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부

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백병원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

천 인천성모병원, (의)길병원, 인하대병원

(의)미즈메디병원, (학)강남성심병원, (학)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대림성모병원, 부민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성애병원, 순천향대학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녹색병원,
(의)한일병원, 이대의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학부속백병원, 원자력병원, 홍익병원, 상계백병원,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의)을지병원, 명지성모병원, 중앙보훈병원, 연세베스트요양병원
(의)온종합병원, (재)메리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삼육부산병원,
수영한서병원, 부산보훈병원, 해운대백병원, 좋은문화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국제성모병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의)인천백병원,
(의)인천사랑병원, (의)나사렛국제병원, (의)나은병원, (의)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

전 충남대학교병원

(학)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을지대학병원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재)광주기독병원, KS병원, 광주보훈병원

울

산 -

(재)울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세

종 -

-

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기 분당서울대학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동수원병원, (의)굿모닝병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립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단원병원,
광명성애병원, 분당제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의)시흥시화병원,
(의)명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의)일심의료재단우리병원, (의)남양주한양병원,
(의)혜인의료재단 세종병원, (재)메트로병원, (의)안양샘병원, 일산백병원, (의)원광종합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현대병원, 지샘병원, (학)부천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의)김포우리병원

강

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영월의료원,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의)한마음재단하나병원

전남·북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한국병원, 대자인병원, 성가롤로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예수병원, (의)동군산병원, 엠마오사랑병원

경남·북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삼성창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의)안동병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구미차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거제백병원, (의)포항세명기독병원, (재)포항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의)한국병원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Q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요?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스스로 연명의료에 대해 결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병 원

요양병원 / 의원

서

울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의)서초참요양병원, 남부효요양병원, 뉴서울성모요양병원, 더세인트요양병원, (의)고려수요양병원,
(의)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의)송파참노인전문병원, (재)제중요양병원, (재)성북참노인전문병원,
한국보훈병원의료공단보훈요양병원, 인성기념의원, (의)녹십초요양병원

부

산 동래성모병원

(의)온요양병원

대

구 -

첨단요양병원, 웰니스1004요양병원, 사랑나무의원, 한결요양병원

인

천 글로리병원

-

대

전 -

대전나진요양병원, 대전웰니스병원, 행복한시니어스요양병원, 한남요양병원

광

주 -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울

산 -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이손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세

종 -

-

경

기 남천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수원한국병원, 시티병원

가은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수원브이아이피요양병원, 새오름가정의원,
수원기독의원, 하랑내과의원, 굿피플의원, 연세메디람의원

강

원 -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 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원주민중요양병원, 효제요양병원

충남·북 -

(의)진천의료재단, 천안요양병원, 하나노인전문병원, (의)참사랑병원

전남·북 (재)원불교원병원, 진안군의료원

(의)가족사랑요양병원, 순천생협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의)장흥요양병원, 즐거운요양병원

경남·북 계명대학교경주동산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예손요양병원, (의)희연병원, 희연의원, (의)메트로요양병원

제

아라요양병원, 제주사랑요양병원

주 제주선한병원,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단국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학)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구 분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충남·북

주 -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등록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연명의료 관련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연명의료 관련
종사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민들에게 연명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상담전화 및 연명의료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담전화

홈페이지 연명의료 정보포털

1855-0075

www.LS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