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동의 및 공공 후견청의 역할

성인, 가족, 의료 제공자가 법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소책자에서는 의료(동의) 요양 시설
(입소) 법(Health Care (Consent) and Care
Facility (Admission) Act)(의료 동의)의
핵심 조항을 설명합니다.
의료나 의료 제공자가 필요한 성인에게는
BC 의료(동의) 요양 시설(입소)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진료
전에 해당 성인으로부터 고지에 의한 치료
동의를 받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성인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더는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기꺼이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칙:
성인은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 의식이 없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달리 동의할 수 없다면 이
법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성인의 동의가 언제
필요하지 않나요?
다음은 일반 규칙에 대한 주된 예외입니다.
•긴
 급 또는 응급 의료가 필요한데 해당
성인은 동의 능력이 없고, 동의 권한이
있는 무능력자 후견인이나 대리인 또는
임시 대리 결정권자(TSDM)가 없을 때

• 정신 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의한
비자발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때
•중
 증도 분류 또는 평가 같은 예비 검사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의료 제공자는 의사,
치과 의사, 전문 간호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심리사, 작업 치료사, 검안사,
카이로프랙터, 그 외 제공자 등입니다.
전체 명부는 의료 동의 규정(Health Care
Consent Regulation)을 참고하십시오.

성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성인은 적절히 의사소통하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있으면 자력으로 결정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당 성인에게 가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믿기에 해당 성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그 성인은 동의를 수락,
거부 또는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에게 의료 결정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의료 제공자는 해당 의료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를 그 성인이 이해하는지 및 그 정보가
그 성인의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력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성인 대신 누가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하는 의사 결정권자와 문서의
명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 임시

대리 결정권자(temporary
substitute decision maker, TSDM):
대리인이나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이
없고 유효한 사전 의향서도 없으면,
의료 제공자는 다음 명부의 순서에 따라
TSDM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
 당 성인의 배우자

•법
 원 지정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
(committee of person): 환자 재산법
(Patients Property Act)에 따라 법원은
의료 결정 능력이 없는 성인을 위하여
무능력자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 대리인:

성인은 자신이 미래에 자력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명해 놓는
대리 동의서(representation agreement)
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이 없으면
대리 동의서에서 의료 결정을 다루는
경우 대리인이 해당 의료 결정을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손
 주

• 사전

의향서(advance directive):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만들어 의료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이 구속력 있는 사전 의향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향서
작성 규칙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전
의향서에서 의료 결정을 언급하는데
무능력자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 제공자는
사전 의향서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또한, 해당 성인에게 대리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에 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전 의향서의 지시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사전 의향서를 따르면
됩니다. 사전 의향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부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health.gov.bc.ca/hcc/endoflife.htm

• 부모
•형
 제
•조
 부모
•출
 생 또는 입양에 의하여 해당
성인과 관계가 있는 자
•친
 지
•혼
 인에 의하여 해당 성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특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음 기준을 포함합니다.
•최
 소한 만 19세
•이
 전 12개월간 해당 성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며 지냄
•해
 당 성인과 분쟁이 없음
•의
 사 결정 능력이 있음 그리고
•T
 SDM의 의무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

의사를 결정할 사람이 전혀 없거나
순위가 같은 결정권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 결정권자 순위 명부에서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또는 순위가
같은 두 후보 사이에 누가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데 의료 제공자가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의료 제공자는 공공 후견청(PGT)
에 반드시 연락하여야 합니다.

PGT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순위가 더 높은 유자격 결정권자가 없는 경우
PGT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T
 SDM으로 의료 결정을 할 자격과
의향이 있는 사람을 승인합니다. 또는
•T
 SDM으로 행동하며 의료 결정을
합니다.
PGT가 TSDM을 승인하는 방법 및 TSDM의
책임에 관한 정보는 소책자 “PGT가 승인한
임시 대리 결정권자를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Temporary Substitute Decision Makers
Authorized by the PGT)를 보십시오.

PGT가 TSDM이 되는
경우 PGT의 결정이
어떻게 전달되나요?
PGT가 특정 성인 대신 의료 결정을 할 때는
PGT 실무자가 이를 의료 제공자에게 구두로
먼저 알린 다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해당
성인에게도 결정 내용을 알립니다.

결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PGT 의료 결정 서비스의 표준은 경미한 의료
결정의 경우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합니다. 중대한 의료 결정은
의료 제공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하며, 해당 성인에 대한 의료의
복잡성과 긴급성을 고려합니다.

대리 결정권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있으면 법률상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동의) 요양 시설(입소) 법에 따라, 해당
성인을 위하여 기타 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있는 특정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또한 임시
대리 결정권자의 결정을 파기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성인
• 의료 제공자
•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
• 대리인
• TSDM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이나 대리인
(또는 PGT가 승인한 TSDM)이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사람은 PGT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GT는 또 다른
대리자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치료에 제한이 있나요?
의료(동의) 요양 시설(입소) 법은 정신
건강법상 마음이 내키지 않는 환자의 정신과
치료, 비치료적 불임, 특정 법정 전염병과
관련한 치료 등 특정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무능력자 신변 관리 후견인이나
대리인 또는 TSDM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관련 법규나 법원 명령, 승인 문서상의 권한
범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 후견청 연락처

개인 의사 결정 서비스(Personal Decision Services, PDS)
무료 전화
시내
무료 전화
시내
이메일

1.877.511.4111
604.660.4507
1.855.660.9479
604.660.9479
AIS-PDS@trustee.bc.ca

PDS 근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오후 4:30
휴일 및 주말 오전 8시~정오
무료 전화
무료 전화는 서비스 BC(Service BC)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번호로 전화하신 후 공공 후견청(Public Guardian and Trustee)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시오.
밴쿠버
빅토리아
BC주 내 기타 지역

604.660.2421
250.387.6121
1.800.663.7867

www.trustee.bc.ca

중요 메모: PGT는 성인에 대한 의료 동의 절차를 설명하려고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언급할 수도 있으나 이 정보가 법률상의 조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동의에 관하여 법률상의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나 거주지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8-19#38
[Korean]

August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