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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대신한 보건의료 관련 
의사결정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Other People – Korean 

 

 

대리의사결정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누가 대리의사결정자(SDM)인가? 

통상적으로 SDM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관계법에는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SDM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사람이 SDM이 됩니다. 저희는 누가 SDM인지 
판단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리의사결정자 목록 

(보건의료동의법 - Health Care Consent Act 1996) 

1.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보호자 

2.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보건관리 담당 변호사 

3. 동의능력위원회(Consent & Capacity Board)가 임명한 대리인 

4. 배우자 또는 사실혼자 

5. 자녀, 부/모 또는 아동원조협회 

6.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 

7. 형제자매(모두 대등함) 

8. 기타 친척(친척, 인척 또는 입양 관계) 

9.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은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리의사결정자(SDM)의 의사결정 방식은? 

남을 대신하여 보건의료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의사결정자(SDM)는 다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이전에 나타낸 소망, 또는 
• SDM이 환자의 소망을 모를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 
• SDM은 환자의 가치관과 믿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SDM은 치료에 의해 환자의 상태 또는 건강이 호전될지, 더 악화되는 것이 방지될지, 또는 악화 
속도가 완화될지에 관해 담당 보건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SDM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십시오: 

 
“지금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치료를 받겠다고 

할까 거부할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 

 



 

 

 

 

존엄사 유언 / 사전의료지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엄사 유언(Living Will) 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는 SDM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특정인의 소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소망에 관해 
SDM 및 가족과 상의하여 자신의 소망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복수의 SDM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SDM이 2명 이상일 경우,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UHN의 
보건의료 전문가는 SDM이 이러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이 결정합니다. 

 
치료진과 SDM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환자의 치료진이 볼 때, SDM의 결정이 환자의 소망이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진과 SDM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치료진 또는 
SDM은 치료 결정이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심사해줄 것을 동의능력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UHN은 우수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및 SDM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가 기꺼이 응할 보건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의료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면책: 본 팸플릿에 기재된 정보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연락처 정보 & 자원 

University Health Network 생명윤리부(Bioethics): 
Toronto General Hospital 
전화: 416 340 4800 구내번호 8607 
 
Princess Margaret Cancer Centre 
전화: 416 340 4800 구내번호 2710 
 
Toronto Western Hospital 
전화: 416 603 5800 구내번호 2521 
 
Toronto Rehabilitation Institute 
전화: 416 597 3422 구내번호 3972 
 
Patient Relations: 
전화: 416 340 4907 
 
Consent & Capacity Board 
토론토 지역사무소 
전화: 416 327 4142 
팩스: 416 327 4207 
www.ccboard.on.ca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실(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1-800-518-7901 
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family/pgt/ 
 
Advance Care Planning  
www.advancecareplanning.ca 
 
보건의료동의법(Health Care Consent Act 1996), 대리의사결정법(Substitute Decisions Act) 
www.e-laws.gov.on.ca 
 
본 팸플릿은 ‘William Osler Health Centre, Clinical & Corporate Ethics Program’에서 만든 구 버전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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