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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6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6A7936571).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요양 목적의 비자

의입원, 비자의입소는 모두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서 진단,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가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대부분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가 보호의무자의 민사법상의 권한

처럼 오인되었지만, 이 글은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장, 또는 그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받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에 의한 결정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비자의입원 및 비자

의입소는 의료계약이나 요양계약의 체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논증한다. 한편 이 글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비자의입원 또는 비자의입소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또는 요양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박탈 

내지 제한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 못지 않게 그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다.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서 이 글은 현행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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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다른 질환과 달리 본인이 원치 

않고  반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나 입소(이하 양자를 구분없이 

사용할 때에는 입원등이라고 한다)가 가능하다. 구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25조, 제26조에서 이에 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은 

제43조, 제44조, 제50조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정신병원 는 정신

요양시설(이하 양자를 구분없이 사용할 때에는 정신의료기 등이라 

한다)에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1)

[표 1] 유형구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 및 입소자 수    단위: 명, %

1)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16년 국가 정신건강 황 2차 비조사 결과보고

서를 참고하 다.

구분 계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 

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보호의
무자가 
가족

보호의
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기타
입소*

2001 60,079
(100.0)

4,041
(6.7)

39,167
(65.2)

16,871
(28.1) - - -

2002 61,066
(100.0)

3,946
(6.5)

40,263
(65.9)

16,857
(27.6) - - -

2003 64,083
(100.0)

4,182
(6.6)

41,853
(65.9)

17,293
(26.3)

755
(1.2) - -

2004 65,349
(100.0)

5,024
(7.7)

44,024
(67.4)

15,618
(23.9)

683
(1.0) - -

2005 67,895
(100.0)

6,036
(8.9)

45,958
(67.7)

15,316
(22.6)

585
(0.9) - -

2006 70,967
(100)

6,534
(9.2)

49,935
(70.4)

13,919
(19.6)

579
(0.8) - -

2007 70,516 6,841 51,028 11,961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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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상자 등, ** 2011년부터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제외

 표에서 보듯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등은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등이 부분이었다. 2015년만 보더라도 비자의입원등  감호

입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이나 응 입원이 차지하는 비

은 0.025%에 불과하고 97.5%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었다. 

그 에서도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에 의한 비자의입원등이 

87.4%에 달하 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의 법성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6년 9월 26

일 선고한 헌법재 소의 2014헌가9 결정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

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통계자료에서는 감호치료 목 으로 입원한 것을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으로 분류하 으나 이는 치료감호등에 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결

정으로 입원시킨 것이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와 같이 분석하 다.

(100.0) (9.7) (72.4) (17.0) (0.9)
2008 68,110

(100.0)
9,387
(13.8)

50,425
(74.0)

7,476
(11.0)

822
(1.2) - -

2009 74,919
(100.0)

12,087
(16.1)

50,575
(67.5)

11,154
(14.9)

851
(1.1)

176
(0.2)

76
(0.1)

2010 75,282
(100.0)

15,271
(20.3)

51.714
(68.7)

7,027
(9.3)

910
(1.2)

251
(0.3)

109
(0.1)

2011
**

78,637
(100.0)

16,833
(21.4)

53,533
(68.1)

6,853
(8.7)

1,045
(1.3)

323
(0.4)

50
(0.1)

2012 80,569
(100.0)

19,441
(24.1)

53,105
(65.9)

6,737
(8.4)

1,013
(1.3)

230
(0.3)

43
(0.1)

2013 80,462
(100.0)

21,294
(26.5)

51,132
(63.5)

6,320
(7.9)

1,401
(1.7)

262
(0.3)

53
(0.1)

2014 81,625
(100.0)

24,266
(29.7)

49,792
(61.0)

6,235
(7.6)

1,159
(1.4)

147
(0.2)

26
(0.0)

2015 81,105
(100.0)

26,064
(32.1)

47,235
(58.2)

6,432(
7.9)

1,200
(1.5)

131
(0.2)

4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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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하에서의 비자의입

원을 어떻게 성격규정지워야 하는지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그런데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압도  다수를 하 기 때문에 비자의입원은 마치 보호의무자의 민

사법상의 권한처럼 비추어지기도 하 다.4) 원시민법 제947조 제2항

에서 후견인이 치산자를 사택, 정신병원,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감

치료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 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비자의입원과 민법에 따른 감 치료의 계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많이 논의되기 시작하 다.5) 민법 제947조의2 

3) 정신건강복지법 하에서도 논의는 제43조에 의한 보호의무자의 입원등에 주로 

을 맞추고 있다. 김도희,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5(2), (2016. 12), 

1면 이하;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에서 본 2016년 정

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의료법학(17권 제1호), (2016. 6), 209면 이하; 제

철웅,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 법률의 시행과 치

료, 입원, 퇴원 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방안”, 서울법학(25권 3호), (2017. 11), 

227면 이하 등 참조.

4) 가령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사  자치의 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행

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안암법학(제36권), (2011), 79면 이하 참조.

5) 원시민법 제947조 제2항의 의미와 기능에 해 민법학자들이 논의한 것도 성년

후견제도의 개  논의 때 부터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승흠, “후견인의 요

양·감호의무에 한 고찰”, 가족법연구(18권 2호), (2004. 9), 150면 이하에서 제

947조의 연 을 다루면서 동조를 주로 신상 역에서의 후견인의 권한과 련하

여 다루고 있다. 홍춘의, “후견제도 개 의 과제”, 가족법연구(16권 2호), (2002. 

9), 28면 이하도 유사하다. 원시민법 제947조  개정 민법 제947조의2와 정신보

건법상의 비자의입원과의 계를 본격 으로 검토한 것도 민법 개정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개정이 있은 직후이다.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가족법연구(제25권 2호), (2011. 9), 182면 이하; 이재경,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한 의료행 와 후견인의 동의권에 한 

연구”, 가족법연구(26권 3호), (2012. 11), 420면 이하;  구상엽, “개정 민법상 성

년후견제도에 한 연구”, 법학박사학 논문, 서울 학교(2012), 194～195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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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 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사 허가를 받도

록 하 기 때문에, 학계의 논의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비자의입

원과의 간의 충돌문제에 이 맞추어졌었다.6)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이

나 정신요양시설에 격리시키는 것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

의입원등이 동일한 성격이라면, 자의 사법심사가 후자에도 동일

하게 도입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도 있다.7) 양 

법률에 따른 입원 는 입소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

자의입원, 비자의입소에 직면하게 될 정신질환자에게 실질 으로 

지은, “신상결정행 에 있어 법원의 감독-개정민법 제947조의2의 해석을 심으

로”, 비교사법(19권 1호), (2012), 193면 이하 등이 그 이다.

6) 가령 박인환, 앞의 논문(주 5), 183면 이하는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호균,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2를 심으로”, 의료법학(13권 1호), 149

면에서는 개정 민법과 정신보건법이 모두 용되는 경우 개정 민법이 우선한다

고 주장한다. 한편 이재경, 앞의 논문(주 5), 429면 이하에서는 후견인 아닌 보호

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시키더라도, 동조의 비자의입

원에 동의하지 않은 후견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기한 퇴원신청이 가능

하며, 후견인이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하 더라도 후견인 아닌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퇴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양

의무자가 없지만 후견인만이 있을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우선한다고 해석한다. 가령 구상엽, 앞의 논문(주 5), 194～195면; 이지

은, 앞의 논문(주 5), 193면 이하는 민법 제947조의2가 신법이므로 격리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아니라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제철웅,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 법률 제43조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 계”, 가족법연구(31권 1

호), (2017), 253면 이하에서는 최 로 양 규정은 연 별개의 규율목 을 가진 

제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7) 제철웅, 앞의 논문(주 6)  김도희, 앞의 논문(주 3), 1면 이하; 신권철, “강제입

원 헌(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서울법학(24권 4호), (2017. 2), 1

면 이하 등이 이런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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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에 한 논의가 간과되기 쉬움을 보여주는 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요청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거나 아  없애는 논의가 재 필요하기 때문

이다.8) 이 논의의 제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이 사인(私

人)인 부양의무자 는 후견인의 민법상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가

의 공권  조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 약 제14조가 사인 간의 권리, 

의무나 권한에 직  개입 계에 국가가 직  개입하도록 규정한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이든, 응

입원이든 모두 행정처분이거나 행정처분  성격이 있다면 장애인권

리 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비자의입원에 하여 동 약 제14조의 

요구를 수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게 된다.

이 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의 성격을 행정처분 는 

행정처분  성격이 있다는 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향후 비

자의입원이 필요하더라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닌 지자체 장

에 의한 입원이 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될 것이다. 비자의

입원의 행정처분  성격을 가진다면, 그 차에 노출된 정신질환자

의 치료와 요양  입원과 입소 차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방안으로서 입·퇴원  치료 차의 보조 내지 지원제

도를 검토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  치료와 요양  그 목 의 입

원, 입소의 법  성격을 일반 으로 개 하고(II), 정신건강복지법상

의 비자의입원등의 성격을 규명한 후(III), 비자의입원 차에 노출된 

8) 장애인권리 약 제14조의 일반평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비자의입원

의 즉각 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UN CRPD Committee, Guideline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s 11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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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IV) 이 

을 마무리짓는다.

II.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이를 위한 입원 또는 

입소의 법적 성격 일반

1. 성인의 질환 치료 또는 요양, 그 목적의 병원 또는 

요양시설(의료기관)에의 입원 또는 입소(입원 등)의 법적 구조

가. 치료 및 요양의 법률관계

성인이 질환 치료목 의 의료서비스 는 요양목 의 돌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상 의료계약  요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 후 

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질환자의 신체를 하거나 의료장비

를 통해 신체의 내 한 부분을 찰하거나 치료목 으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신체침습)하는 행 가 수반된다. 질환자의 에서 보면 이는 신

체에 한 침해여서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법행 가 될 수 있

다.9) 환자의 동의가 없이 한 의료행 는 상해라는 형사범죄가 되거나 

9) 독일에서는 제국법원 시 부터 의료행 는 법성이 추정된다는 당시의 의료계 

 법학계의 잘못된 념을 깨뜨리는 결을 해 왔다고 한다. 즉,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료행 는 법할 수 있고, 환자의 동의는 어떤 의사가 얼마동안 환

자에 해 의료행 를 할 권리가 있는지를 단하는 기 이 된다고 하 다. 그 

역사  개과정과 련 결례의 간단한 소개는 Lufs/Kazenmaier/Lipp, 

Arztrecht, 6. Aufl., 2009, S. 101 ff. 참조.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침습  의료행

를 할 경우 상해죄로 처벌되거나 불법행 가 된다는 것은 보통법에서도 리 

통용되는 념이다. 이에 해서는 Kennedy& Grubb, Medical Law, 3rd 

edition(2005), pp. 5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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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기본권인 자신의 신체에 한 

자기결정권이 침해하는 법행 를 했기 때문이다.10) 그 에서 본인의 

동의나 허락은 의료행   돌  행 의 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되고, 그 기 때문에 법률행 라고 한다.11) ‘신체 , 신체침습에 

한 동의’는 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어서 법행 가 될 수 있는 그 행

를 할 시 에서 법률행 로서의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12)

한편 법성을 조각시키는  동의는 신체침습  의료행  는 요

양행 가 있는 시 에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할 수도 있다. 요양  

의료에 한 사 지시서가 그것이다.13) 보통법의 법리에 따르면, 사

지시서는 의사능력이 있을 때 작성되었고, 의사능력이 없을 때 용되

도록 할 의사 으며, 발생할 어떤 상황과 련한 지시이며, 사 지시

서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성격과 법  효과를 이해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한 부당한 향력이 없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한다. 사 지

10) 독일의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신체에 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기

본법 제2조)으로 인정해 왔다. BGHZ 29, 46, 49; 29, 176,179 f.; 106, 391, 397 

등 다수의 결 참조. 보통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Re B (Consent to 

Treatment: Capacity) [2002] 1 FLR 1090(인공호흡기를 지속하는 것에 한 거

부가 쟁 이 된 사안); Re Z (An Adult: Capacity), [2005] 2 FCR 256(안락사

를 허용하는 스 스로의 여행이 쟁 이 된 사안).

11)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라는 에서 논의해 왔

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일반 생활상의 주의의

무일 수도 있다. 이에 한 개  소개는 주석민법, 『채권각칙(7)』, 554면 이

하(석희태 집필부분) 참조.

12) 각 의료행 별로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은 

Lufs/Kazenmaier/Lipp, 앞의 논문(주 9), S. 103 참조. 보통법 례인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의 결인 Malette v Shulman(1990) 67 DLR (4th) 321, Ont CA 

참조.

13) 보통법 국가인 국의 례로는 Re T(Adult: Refusal of Treatment) [1993] 

Fam 95; HE v A Hospital NHS Trust [2003] 2 FLR 408; Re AK(Medical 

Treatment: Consent) [2001] FLR 12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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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는 무방식이어도 된다.14) 그런데 계약체결을 한 의사표시(가령 

청약 는 승낙)는 그것을 미리 한 경우 상 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철회할 수 없지만(민법 제527조 참조), 신체침습이나 

에 한 사 동의를 표시한 사 지시서는 이러한 구속력이 없으

며,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15) 이를 철

회하 다고 해서 그 철회행 가 법행 로 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질환치료 는 요양을 한 계약은 원칙 으로 본인이 

하고, 그 동의도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를 한 의료계약

이나 요양계약도 가능하다. 물론 이 때 성인인 본인이 그 의료계약 

는 요양계약상의 이익(진료  요양을 받을 채권의 취득)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39조). 그래야만 제3자를 한 

계약으로서의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이 때 수익자가 아니라 의료계약

의 당사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의료비를 지 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의료계약이 성립하 다 하더라도 구체  치료행 나 

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역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료계약 는 요양계약은 임의 리인 는 법정 리인이 본인을 

리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구체  치료행 나 돌 서비스의 제공에서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의 리인 는 법정 리인은 리

권한의 범  내에서 법성을 조각시키는 효력 있는 동의를 리하는 것

도 가능하다. 일신 속 인 법률행  는 법률행 는 리할 수 없으

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치료행 나 돌 서비스의 법성을 조

14) 보통법에서의 사 지시서의 효력에 한 간단한 소개는 Ashton, Court of 

Protection Practice 2010, pp. 232 참조.

15) 보통법에서도 문제된 상황에서 사 지시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사 지

시는 효력이 있다. 국 정신능력법(the Menatla Capacity Act) 제25조는 이 법

리를 수용하여 의사능력이 있을 때 사 지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shton, 앞의 논문(주 14), pp. 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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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키는 법률행 인 동의라 하여 이를 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16) 결국 ‘일신 속 이지 않는 동의’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자

기결정권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고, 행복추구권

은 인간의 존엄의 실  그 자체라는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본질 인 가치이자 기본

권이라는  등을 감안하면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행 에 한 동의는 

‘일신 속 인 동의’라고 할 것이다. 그 지 않은 여타의 의료행 에 

해서는 본인이 명시 으로 리권을 주었거나 법률로 명시 으로 리

권이 부여되었다면 그 범 에서는 동의권의 행사를 리하는 것도 가

능하다고 할 것이다.17) 우리 법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상

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에 한 법률’에서 연명치료거부에 한 의

사표시의 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18)는 일신 속 인 

16) 가령 국에서도 의료행 에 한 동의권 는 신상에 한 의사결정을 리할 

권한을 본인이 속  리인(attorney of Lasting power of attorney)에게 주

었더라도 리인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만 이를 리할 수 있다(가령 

국 MCA 제11조 제7항). 신체침습  의료행 에 한 동의는 본인에 한 

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여서, 그 의료행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한 본인이 결

정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독일에서도 의료행 에 한 동의를 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으나 1990

년 성년후견법의 제정 당시 이런 동의도 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하 기 때

문에 독일 민법 제1896조 제2항에서 성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리인을 

선임하거나 다른 지원(Hilfe)을 받아 후견(Betreuung)이 필요한 사항에 처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후견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 다. 의료행  동의권도 

리인에게 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taudinger/Werner Bienwald, 

BGB, § 1896 Rn. 127 ff. 그 후 독일은 의료동의에 하여도 장래 리권을 부

여할 수 있음을 1998년 성년후견법 1차 개정을 통해 독일 민법 1904조, 1906조

에 명문으로 규정하 고, 제3차 성년후견법 개정을 통해 연명치료에 하여 제

1904조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기에 이르 다.

18) 연명치료 거부의 의사표시 역시 연명치료를 하면 법행 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미리 표시해 두었다는 의미에서 법률행 라고 할 것이다.



法曹 2018ㆍ2(Vol. 727)558

동의로 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9)

이런 에서 보면 정신질환자의 리인 는 법정 리인이 리

권한의 범 에서 본인을 리하여 의료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

았고,  치료행   돌 서비스 제공에 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면,20) 의료계약과 입원계약, 치료행 에 한 동의

를 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 과 침습을 수반하는 치료행  

 돌  서비스에 한 동의는 언제나 그 행 를 할 시 에서의 동

의이고, 본인은 기왕에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리인에게 

동의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그 치료행 는 법

행 가 된다. 즉, 치료행 는 언제나 그 행 를 할 시 에서 본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단하고,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한 시

에서야 리권 있는 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행 는 

이런 민사법의 계약 구조 하에 이루어지며,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19) 독일 민법에서도 불임시술 동의에 한 권한은 후견인에게는 부여할 수 있지만 

본인이 리인에게 그 동의를 리하게 수권할 수는 없다. Staudinger/Werner 

Bienwald, BGB, § 1896 Rn. 128. 연명치료의 단에 한 내용은 2009년 제3

차 성년후견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도입되었다.

20) 민법 제947조 제3항은 이를 신상결정권이라 표 하고 있지만, 가정법원의 심

으로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할 권한이 후견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신

상에 련된 피후견인 자신의 법률행   법률행 를 리할 권한을 가정법

원의 심 으로 후견인에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본인의 신상결정

권한을 후견인이 행하는 것이라는 으로는 김형석, “피후견인의 신상결정

과 그 행”, 가족법연구(제28권 제2호), (2014), 248면 이하; 박인환, 앞의 논문

(주 5), 153면 이하 참조. 그러나 이들은 후견인이 본인의 신상결정권을 행하

는 것이지 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후견인은 법률행 나 법률

행 를 리하는 자이지, 피후견인을 사실상 돌보는 사실행 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을 감안한다면{이에 해서는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 의 

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 민사법학(제56권), (2011), 286면 이

하}, 신상결정권은 법률행 이거나 법률행 로 나타나며 후견인이 이를 리

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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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구체  표 의 하나이다.

나. 사무관리법에 따른 의료행위

그러나 모든 의료행 의 제공에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 상황이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

료인에게 의료행 를 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반하 을 때에는 처벌

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두고 있다(응 의료에 한 법률 제6조, 의료법 

제24조의2), 이 때의 의료인은 계약이 아닌 법률규정에 따라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치료행 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본

인의 에서 보면 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긴 사무 리에 해당되는 것이며(민법 제735조) 민법 제739조

에 따라 의료진에게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21)

2.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서의 특수성

가. 계약에 근거한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정신질환의 치료나 요양(치료 등) 목 의 입원 는 입소(입소 등)

21) 한편 기 생활수 자가 아닌 성인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비자의입원 는 비자의입소를 시킨 경우 치료비 는 요양비를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론에 따르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치료나 요양에 한 비용은 본인이 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보호의무자가 

신하여 지 하는 것이거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지 하는 것으로 악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으로 말하자면 비자의입원 는 비자의입소로 

실질 인 혜택이 귀속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본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에서는 다수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권

익옹호단체들은 정신장애인이 비자의입원 는 비자의입소로 치료나 요양의 혜

택을 받았는지에 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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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도 일반 의료행 나 요양과 다를 바 없고,  법 으로 동

일하게 취 하여야 한다. 즉 본인의 결정으로 자의입원 는 자의입

소 계약을 체결한 후 치료나 요양을 받는데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3자가 본인을 해 입원등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수익의 의사표

시를 하여 입원등을 한 후 치료등에 동의할 수도 있다. 한 권한 있

는 리인이나 법정 리인이 본인을 신하여 입원등의 계약을 체결

하고, 본인을 리하여 동의하여(본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

행 나 돌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22)

나. 계약 없는 정신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우 응 의료에 한 법률의 용이 아닌 정신

건강복지법에 의해 계약 없는 입원, 본인의 동의 없는 치료  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비자의입원 등(비자의치료등

을 포함)이다.23)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에는 응 입원, 행정

22) 호주 New South Wales의 정신보건법 제7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신하여 정

신병원에 입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의입원으로 정의하고, 후견인의 요청이 있으

면 언제든지 피후견인을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호주의 후견인은 피후견인

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 본인을 신하여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자의입원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가 용되어 정신의료기 ,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2개월마다 퇴원등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미국도 사정

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알라스카 주는 의사능력 없는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

상의 비자의입원 차로만 비자의입원하게 하지만, 이럴 경우 자해, 타해의 험

성이 없는 의사무능력 정신질환자는 치료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의 주

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의입원에의 동의를 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조지

아 주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의입원 동의를 리행사하는데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아리조나 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후견인이 자의입원 동의를 

리하게 하고, 미시간 주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리하도록 한다고 한

다. 이에 한 개 은 John E.B. Myers, Mental Health Law, pp. 173 참조. 상세

한 것은 R. G. Boldt, The “voluntary” inpatient treatment of adults under 

guardianship, Villanova Law Review vol. 60(2015), pp.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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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호의무자의 입원24)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응 의료가 

아닌데도, 계약 없이,  동의 없이 입원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

은 자해, 타해의 험으로부터 정신질환자와 공 을 보호하기 한 목

, 즉 사회보호의 목  때문이다. 물론 사회보호의 목 으로 입원 등

과 치료와 요양이 제공되기 때문에 일종의 강요된 서비스이기는 하지

만, 질환 치료 등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민사법 으로는 

사무 리법에 하여 본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수익자부

담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25)

3. 소 결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의입원등은 주로 사회보호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부과된 책임의 수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본 으로 행정처분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그 행정처분으로 정신질환자

의 자유가 박탈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공되는 치료와 요양이 정

신질환자의 인권을 존 하는, 인권친화  치료  요양환경이 되지 않으면 

23) 비자의입원 차에 비자의치료를 포함할 수도 있고, 비자의입원과 비자의치료

를 구분하여 규율할 수도 있다. 이에 해서는 제철웅, 앞의 논문(주 6), 265면 

이하 참조. 국의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도 환자의 의사와 무

하게 비자의입원과 비자의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 에서 일반의 의료

행  동의와 차이가 있다. McHale/Fox, Health Care Law, p. 479 참조.

24) 보호의무자의 입원이 계약 없는 입원인지에 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보

호의무자 에는 의료비를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사무 리법에 따른 

비용지 인지 계약에 따른 비용지 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이 문

제가 제 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는 아래 III에서 서술한다.

25) 만의 경우에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만 정신

생법 제26조 참조. 국은 의료보험제도(NHS)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일반이 

무상이기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 목 의 입원도 무상이다. 이에 해서는 Gostin 

ed., Principles of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Oxford(2010), pp. 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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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이 행정

처분  성격이라면, 입원, 입소, 치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인권보호와 치

료목 의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해, 입원, 입소 

 치료 차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차보조 내지 

차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26) 이에 반해 비자의입원등이 민

사  의료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  역에 공  성격의 차보조=의

사결정지원은 불필요하거나 필요하더라도 매우 이례 일 것이다. 아래에

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등의 체 구조를 살펴본다.

III. 비자의입원의 법적 구조와 성격

1. 비자의입원의 유형

가. 응급입원

구라도 응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하기 한 요건은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추정되고, 자신의 건강 는 안 이나 다른 사

람에게 해를 끼칠 험이 크다고 주 으로 단하여야 하며, 의사

와 경찰 의 동의가 있다면, 응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정신건강복

지법 제50조). 응 입원을 의뢰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비자의입

원을 시키는 단순한 발제(trigger)의 역할을 하고, 응 입원을 실질

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응 입원을 동의하는 의사와 경찰 이다. 응

입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신의료기 의 장이다. 정신의료기 의 

26) 차보조의 필요성은 이미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헌법재

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에서 언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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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법률로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박탈하여 진단을 받게 할 권한을 

가진 셈이다. 3일간의 진단기간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단하면 

정신의료기 의 장은 입원계약에 의한 입원(동법 제41조, 제42조)을 

유도할 수도 있고, 비자의입원(동법 제43조, 제44조)으로 환시키도

록 유도할 수도 있다(동법 제50조 제5항). 응 입원은 3일의 기간에 

한정하여 자유박탈 상태에서 진단  치료 목 의 계속 입원 필요성

을 검사하는 것이다. 응 입원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불복 차는 없지만 인신보호법에 따른 즉시해제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응 입원기간이 3일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결국 정신의료기 의 장이 고의로 정신질환자를 응

입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 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행 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응 입원의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응급입원 흐름도

신청요건 병원까지의 이송 결정권한

∙ 누구라도 신청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 정신과의사일
필요가 없으며, 진
단이 불필요함. 

    
    
   
    
 ⇒

경찰관 또는 구급
대원
(법 제50조 제2항)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의뢰
(법 제50조 제3항, 
4항)

-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 다른 입원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 3일간의 응급
입원을 신청하기 
위한 이송
(법 제50조 제3항)

∙ 자신의 건강, 안
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로 계속입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1조부터 제4
4조까지의 입원조치
를 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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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  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 등)에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비자의입원등이 될 때 아래 3 단계를 거친다.

(1) 진단을 위한 비자의입원등

부양의무자 는 후견인은 언제라도 정신질환자인 피부양자와 피후

견인의 비자의입원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의입원등을 결정하

는 주체는 정신의료기 등의 장이다.27)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정신건

강의학의학과 문의 1인의 진단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있을 

때 비로소 입원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문의는 비자의입원등을 해서라

도 치료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으로 본인

의 건강 는 안 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험(자해, 타해의 험)이 

있을 때에만 진단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 하여야 한다. 자해, 

타해의 험성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기 때문에,28) 실무 행의 으로 조만간 단기 이 구체화될 

것이다.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2주간의 진단을 한 입원등을 결정할 

수 있다. 본인이나 보호의무자는 언제라도 퇴원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비자의입원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하면 

27) 국의 정신보건법도 의료기 의 장에게 진단 목  비자의입원과 치료 목  비

자의입원의 결정권한을 부여한다. Gostin ed, 앞의 논문(주 25), pp. 415 참조.

28)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험"을 본인 는 타인의 건강 는 

안 에 하거나 직 인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거나, 상습 인 해를 가하거나, 박한 험이 있거나, 그 개연성이 높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를 단할 때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

세, 증상, 기왕력, 행 의 성격 는 건강이나 안 에 미치는 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기 은 제43조만이 아니라 다른 비자의입원

에서의 자해, 타해의 험을 단하는 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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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본인과 보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퇴원등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정신건강심의

원회의 심의결과를 토 로 퇴원등에 해 결정한다. 그러므로 1차

으로는 진단을 한 입원은 정신의료기 등의 장이, 최종 으로는 지자

체의 장이 결정한다. 1차  결정권한을 가진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진

단을 한 입원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성격을 지

난다. 그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진단목적의 비자의입원등

(2)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비자의입원등

정신건강복지법 부칙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 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45조부터 제48조

까지  제67조에 따른 입원 합성 심사  입·퇴원등 리시스템 운

신청요건 결정권한 불복절차
∙ 보호의무자의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정신건강복지법 제4
3조 제1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법 제43조 제1항) ⇐

∙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가 정신의료
기관등의 장에게 퇴
원등 신청(법 제43
조 제9항)

∙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때의 요건은 
없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요건은
-치료, 요양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
질환
-자해·타해의 위험성
(법 제43조 제2항)

- 2주간 진단을
위한 비자의입원
등을 결정
(법 제43조 제3항)

∙ 법 제43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부가능. 불
복할 때 지자체의 
장에게 퇴원등의 심
사를 청구할 수 있
음(법 제43조 제10
항, 법 제55조)
∙ 언제라도 인신보
호법에 따라 즉시해
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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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을 기하기 하여 보건복지부장 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

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원 합성심사 원회는 

2018년 5월 30일부터 본격 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 사이에는 치료등

의 목 을 한 비자의입원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1)과 마찬가지로 

1차 으로는 정신의료기 등의 장이며, 최종 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다. 치료 목 의 비자의입원 결정과정에는 보호의무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입원 합성심사 원회가 본격 으로 활동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근

본 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정신의료기 등의 장이 치료등을 

한 입원등에 한 1차  결정권한 행사의 당부에 해 입원 합성심

사 원회가 단하고 퇴원등을 명령할 수 있는 독자의 권한을 가진다. 

물론 최 입원등에 해 입원 합성심사 원회의 결정 이 이라도 본

인 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의료기 등의 장에게 퇴원등을 신청할 수 

있다. 퇴원등의 신청에 해 정신의료기 등의 장이 거부할 경우 지자

체의 장에게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입원의 경

우 입원 합성심사 원회의 퇴원등의 명령은 정신의료기 등의 장의 

거부, 정신건강심의 원회의 심의 후의 지자체장의 결정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진다(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입원 합성심사 원회의 결정을 

우선 기다리는 것이 할 것이다. 입원 합성심사 원회에서 퇴원등

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퇴원등의 신

청에 해 정신의료기 등의 장 는 지자체 장의 결정에 따라 퇴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입원 합성심사 원회의 심사로 최 입

원등의 법성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차를 표로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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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이후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치료등 목적의 
비자의입원등

(3) 계속 입원등의 결정

치료등을 한 비자의입원등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

칙 제34조 제2항의 자해, 타해의 험성이 계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자

의 비자의입원등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계속입원등의 심사

신청권 행사를 요청하는 자, 심사를 신청하는 자, 계속입원등을 결정

신청요건 결정권한
입원결

정
심사

불복절차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진단
을 위한 비자의
입원등을 결정
(법 제43조 제3
항)
∙ 정신과의사 
2인의 진단(법 
제43조 제4항)

  
  
  

  
⇒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법 제43조 제4
항)
∙ 진단 목적
입원 즉시 입원
적합성심사위원
회에 통지(법 
제45조)

⇐

입원적합
성심사위
원회에서 
심사(법 
제47조) ⇐

∙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 심사 이전
에라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
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퇴원등 신
청(법 제43조 제
9항)

- 치료, 요양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
- 자해·타해
위험성 (법 제4
3조 제2항)

- 3개월 간의
치료를 위한 비
자의입원등 (법 
제43조 제5항)

- 입원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원등 
명령 (법 
제47조)

∙ 제43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거부할 
수 있고, 이 때 본
인 또는 보호의무
자는 지자체의 장
에게 퇴원등의 심
사를 청구할 수 
있음(법제43조 1
0항, 제55조)
∙ 언제라도 인신
보호법에 따라 즉
시해제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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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의 손을 거쳐 비자의입원등이 결정된다. 먼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문의 2인의 진단이 있어야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심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의 장에게 계속입원등을 결정해  것을 신청

한다. 지자체의 장은 정신건강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퇴원 

는 계속입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래에는 그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법 제43조에 따른 계속입원 등의 결정 과정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성격

보호의무자의 입원등 에는 보호의무자가 치료등  입원등의 비

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치 계약에 의한 입원등인 것과 

같은 착시 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인 정신질환자를 염두에 두면 

심사신청의 요건 심사신청
권의 행사 결정권한 불복절차

∙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등에
대한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계속
입원 등이 필요
하다고 진단(법 
제43조 제6항)

   
   
   

   
⇒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이
지자체의 
장에게 
심사신청
(법 제43조 
제6항)

⇒

∙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통보
(법 제56조, 
법 제57조)
∙ 지자체의 
장이 계속입원 
등의 결정(법 
제59조 제1항 
7호, 8호)

⇐

∙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
(법 제60조)
∙ 광역정신건
강심의위원회
의 심의 후 
광역단체장이 
결정(법제61
조, 제59조의 
준용)

- 치료, 요양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
- 자해·타해의 
위험성

- 입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면 퇴원명령
(법 제59조 
제1항 1호)

∙ 언제라도 
인신보호법에 
따라 즉시
해제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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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원등은 계약 없는 비자의입원등이다. 첫째, 비자의입원등의 표

에서 드러나듯이 본인은 치료등 목 의 비자의입원등을 동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료계약, 입소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한 

보호의무자 에는 본인을 리하여 의료등의 계약을 체결할 리권 

는 법정 리권이 없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리에 의한 의료

등 계약도 없다.29) 둘째, 설사 보호의무자가 제3자를 한 의료계약, 

입소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

면 의료(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없다. 즉 제3자를 한 의료계약, 

입소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신청은 본인을 리하거나 제3자를 한 의료계약, 입소계약이 

있음을 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격리시설인 정신병원등에의 입원 등을 

한 피후견인의 동의를 후견인이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차에 

따라 리행사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의 차를 밟지 않

고 입원, 입소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보호의무자에게 부여된 공법

상의 권한 행사, 즉 공법행 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신청에 불과함

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의료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는 이들에게 보호의무자의 

입원 신청( 는 계속입원 등의 동의)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를 가장 자주 하는 지 에 

29) 부양의무자라는 지  때문에 본인을 리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부양의무

와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 간의 구분은 제철웅, 앞의 논문(주 6), 278면 이

하 참조. 일상가사 리권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치료의 목 으로 비자의입원 계

약을 리할 수 있지만, 비자의입원에 한 동의를 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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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단하여, 이들로 하여  자해, 타해의 험성이 있는 정신질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통로 역할을 맡긴 것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피부양자나 피후

견인을 한 퇴원 등의 신청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권익

옹호  기능을 부분 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30)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

원이라 한다)이 드물었다.31) 그러나 계약 없이,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입원시켜 치료하는 차로 그 성격이 행정처

분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행정입원이다. 행정입원 역시 진단을 

한 입원, 치료를 한 입원, 계속입원으로 구분된다.

(1) 진단을 위한 비자의입원

진단을 한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

과 문의나 정신보건 문요원이 직  지자체의 장에게 신청하거나, 경찰

이 정신건강의학과 문의나 정신보건 문요원에게 요청하여 후자가 

지자체의 장에게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입원이 결정된다. 이 때 지자체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 진단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지자체의 장은 2주간의 진단입원을 결정한다. 

이 때 본인 는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차는 다음 

표와 같다.

30) 이런 역할에 해 국 정신보건법의 문가는 회의 이다.  Gostin ed., 앞의 

논문(주 16), pp. 327 참조.

31) 박인환, 앞의 논문(주 3), 223면 이하는 2014년 기  체 입원등의 정신질환자 

81,625명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68.6%, 행정입원은 0.2%에 불과하 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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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행정청의 결정으로 하는 진단을 위한 비자의입원

(2)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

치료를 한 비자의입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행정처

분에 의한 입원인 셈이다. 지자체의 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 목 의 비자의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입원 합성심사 원

회가 본격 으로 활동하는 시 에서도 결정권자는 지자체의 장이지만, 

입원 합성심사 원회는 지자체의 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명령

할 수 있다.

신청요건 결정권한 불복절차
∙ 정신과전문의 
또는
∙ 정신건강전문요
원의 신청(제44
조 제1항)
∙ 경찰관은 위 사
람에게 신청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진단의뢰(법 제44조 제3
항)
∙ 1인의 정신건강의학전
문의의 진단
∙ 지자체 장의 결정
(법 제44조 제4항)

⇐

∙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는 지자체 
장에게 퇴원 신청
(법 제55조)

∙ 위 각 신청권자
가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 정신질환이 있
고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타인
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의
심이 있을 때(법 
제44조 제1항)

- 2주간 진단을 위한 비
자의입원을 결정
(법 제44조 제3항)

∙ 지자체 장은 정
신건강심의위원회
에 회부-심의 후 
결과 통보- 지자
체의 장의 결정- 
불복시 광역지자체
의 장에게 재심사 
신청(법 제56조 
내지 법 제61조)
∙ 언제라도 인신
보호법에 따라 즉
시해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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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활동 이후 치료목적의 행정입원 절차

(3) 계속입원의 결정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 2인의 진단과 정신건강심의

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지자체의 장이 계속입

원을 결정한다. 그 기간은 1차 입원 연장은 3개월, 그 후는 6개월 단

로 계속입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의 결정에 해서는 역지

자체의 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다. 물론 인신보

호법에 따른 즉시해제는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결정권한 입원결정 
심사 불복절차

∙ 지자체의 의
뢰를 받은 정신
과의사 2인의 
진단- 진단결
과의 통지(법 
제44조 제6항)

  
  
  

  
⇒

∙ 지자체의 
장
(법 제44조 
제7항)
∙ 진단 목적 
입원을 한 
정신의료기
관의 장이 
즉시 입원적
합성심사위
원회에 통지
(법 제45조)

⇐

입원적합
성 심사
위원회에
서 심사
(법 제47
조) ⇐

∙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 심사 이전
에라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자
체의 장에게 퇴원 
신청(법 제55조)

- 치료,가 필
요한 정도의 정
신질환
- 자해·타해의 
위험성(제44조 
제7항, 제43조 
제2항의 유추
적용)

- 3개월 이
내의 치료기
간을 정한 
비자의입원
(법 제61조 
제1항)

-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원명령
(법 제47
조)

∙ 지자체의 장은 
정신건강심의회에 
회부-결정 후 통
지-지자체장의 결
정-불복시 광역지
자체에 재심사 청
구(법 제56조 내지 
법 제61조)
∙ 언제라도 인신보
호법에 따라 즉시
해제 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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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행정입원으로 하는 계속입원 절차

2. 소 결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피부양자 

는 피후견인의 치료와 요양목 으로 비자의입원등이 필요하다고 

단하여 최 입원등에 동의하면, 정신과의사 1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6개월 간 정신의료기 의 장이 비자의입원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정

신보건법 제24조). 비자의입원등의 요건이 매우 넓었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비자의입원등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이로써 마

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민사법  권한인 듯한 외 이 형성되었

다.32) 그러나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

원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결정하는 

32) 후견인에 의한 민법상의 비자의입원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계는 연 별개의 것임에도, 후자가 자의 특별법 계에 있다든지, 양자의 

계가 모순 이라든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제철웅, 앞

의 논문(주 6), 254면 이하 참조.

연장 요건 결정권한 불복절차

∙ 정신과의사 2인의 
계속 입원이 필요하
다는 진단
∙ 정신건강심의위원
회의 심의-통지
(법 제62조 제2항)

  
  
  

⇒

∙ 지자체의 장
이 결정
(법 제62조 제
2항)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심사청구(법 
제60조)
∙ 광역정신건강심의위
원회의 심의 후 광역단
체장이 결정(법제61조, 
제59조의 준용)

- 치료가 필요한 정
도의 정신질환
- 자해·타해의 위험
성이 명백한 경우
(법 제62조 제2항)

- 1차 입원 
연장 3개월, 
그 후는 6개월 
단위

∙ 언제라도 인신보호법
에 따라 즉시해제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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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아니라 1차 으로는 정신의료기 의 장, 2차 으로는 지자체

의 장이 입원등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그 입원은 계약 없이 이루어지

는 행정처분  성격임이 보다 뚜렷해졌다.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정신

건강복지법이라는 공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자의입원등의 

결정권한의 일부를 임받은 셈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하는 신청

(최 입원등)은 진단을 한 비자의입원등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한 요건으로서의 공법행 이며, 치료등 목 의 비자의입원등에는 보호

의무자가 여하지 않는다. 계속입원등을 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지자체의 장의 행정처분을 한 요건으로서의 공법행 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신의료기 의 장의 신청행 라는 공법행 가 추가될 뿐이다.

IV. 비자의입원 등의 절차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지원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비자의입원등은 의료계약이나 요양계약에 기

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입원등이기 때문에,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33) 한 그 차에서 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안 장치(safeguard)가 있어야만 할 것이

다.34) 비록 치료등을 목 으로 하는 보건의료상의 행정처분이기는 

33) 그 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의 비자의입원은 행정입원 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국에서도 비자의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친(the nearest relative)

과 승인 정신보건 문요원(the approved mental health professional)인데 자

에 의한 신청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최근친은 정신보건 문요원과 먼  의

하고, 문요원이 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비자의입원을 신청한다고 한다. 

Gostin ed., 앞의 논문(주 25), p. 415 참조.

34) McHale/Fox, Health Care Law, pp. 488 이하에서도 국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이 자유박탈 효과를 수반하기 해 안 장치가 필수 이라고 하면서 그 내

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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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박탈 내지 제한의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

차 못지않게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입원 

차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5)

그런데 아무리 인권친화 인 비자의입원 차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에서 보면 정신의료기 의 장  지자체의 장이라는 타자에 의

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편에 서서 그의 얘기를 

끌어내고 그를 심리 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치

료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치료목 을 해서나 인

권침해의 방지를 해서나 필수 이다. 특히 완치가 어려운 정신질환

의 경우 치료 차에 주체 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차  정당성

이 확보될 것이다. 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보호의무자제도의 개선 필요성

가. 현행 보호의무자제도의 문제점

먼  정신질환자의 치료, 입원에서 이들을 지원해  수 있는 사람으

로 설정한 보호의무자의 문제 을 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범  

내지 자격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사회보장 계법에서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나 1  범 의 직계 족을 의미한다.36) 반면 민법상의 부양의무

35) 물론 행정처분 차 자체의 법성을 보장하기 한 독립성  문성 있는 

원회에서 비자의입원등을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개 은 제철

웅, 앞의 논문(주 3), 251면 이하 참조. 

36) 사회보장 여의 이용·제공  수 권자 발굴에 한 법률은 공 달체계를 통한 

사회보장 여가 제공될 때 용되는 기본법의 성격이 있는데 이 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부양의무자를 배우자와 1 의 직계 족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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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 의 범 를 넘는 직계 족  본인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보다도 더 범 가 넓어진다. 달리 말하면 

사회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보다 범 가 넓다. 다른 한편 민법상의 부양

의무는 그 존부와 범 를 개별 으로 단하는 것이지 신분 계가 있

다고 당연히 부양의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부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

하는 자의 청구에서 비롯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로 비로소 

부양의무의 존부와 내용이 정해진다.37)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는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이를 선정하는 차도 

없이 민법 제974조의 친족 계가 있으면 당연히 동법상의 보호의무자

로 인정한다. 보호의무자로 되는 후견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38)

둘째,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의 보호의무에도 문제가 있다. 동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한 치료  요

양과 사회 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보호하고 있는 정

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 등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 한 존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문의

가 정신의료기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

우에는 퇴원등에 극 조하여야 하는 것,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

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하여 노력하는 것, 보호하고 있

37) 이런 이유로 부양의무의 시효는 합의나 결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법리도 이런 배경하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양의무와 부양청구권의 

개 은 제철웅, “부양청구권  부양비용상환청구권에 한 몇 가지 해석론  

제안”, 법학논총(제31집 1호), (2014. 3), 474면 이하 참조.

38) 실제로 부양의무가 있는지와 무 하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

하게 한 것, 어떤 유형,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와 무 하게 후견인을 보호의무자

로 지정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객 으

로 그 범주에 들기만 하면 정신질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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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지 않는 것 등의 의무가 보호의무자에게 있다

고 한다. 이 의무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와는 아무 계가 없다. 민법상

의 부양의무는 재산 는 물로 피부양자의 생활, 건강, 요양상의 필

요를 충족시킬 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비용변상 조

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이 없다. 그 기 때문에 이 의무를 

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보면, 

보호의무자에게 퇴원등에 조할 의무,39)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할 의

무, 재산상의 이익  권리보호를 해 노력할 의무, 유기하지 않을 의

무 등은 모두 민사법 으로 결정되어야 할 의무이지, 이를 공법 으로 

부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법상 이런 의무를 부과하려면 이들에게 거

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에 걸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있

어야만 할 것이다.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친족 계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나. 보호자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1) 보호의무자제도로는 치료에서부터 퇴원까지 정신장애인의 목소

리가 모든 여자에게 경청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하여  자신의 권

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기는 어렵다. 보호의무자

가 정신장애에 한 문성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부분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아닌 여타의 

이유로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이해상충 계가 있거나, 이들의 이익을 

제 로 반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호의무자에 

39) 퇴원에 조한다는 것의 의미도 불명료하다. 그것이 퇴원 후 이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라면 그것은 민사법 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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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도의 지원이나 리 차 없이 그들로 하여  치료의 과정에

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치료의 

 차에서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먼  살펴본다.

(2) 국에서의 최근친40)은 문정신건강사회복지요원과 더불어 정신

질환자의 치료의 과정에서 각종의 신청권한이 있다. 한편 장애인, 치

매환자 등의 주거결정, 치료, 요양에 있어서 권한 있는 후견인이나 속

 리권(lasting power of attorney)을 가진 리인도 정신장애인의 치

료과정에서 본인의 권리인 각종의 권한을 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후견인과 속  리인은 최근친의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자는 

비자의입원 신청권한이 없다.41) 최근친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옹호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자주 정신질환자를 하

는 자이므로 치료에 근할 수 있게 할 최 의 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옹호자로서의 지 나 역할은 언제나 의문시된다.42)

(3) 독일 부분의 주는 비자의입원의 요건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고, 한 자해, 타해의 험성이 있을 때 비

40) 최근친이 될 수 있는 후보자명단은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있으나, 그  가 

최근친인지를 인증 정신보건 문요원  정신의료기 의 장이 합리 으로 단

하여야 한다. 이에 해 상세한 것은 Brown, The Approve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Guide to Mental Health Law, 3rd edition,  pp. 47 이하 참조. 

최근친이 없을 때, 최근친이 부 할 때 본인은 지방법원(County Court)에 최

근친의 임명 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Department of Health, Mental 

Health Act 1983: Code of Practice, pp. 50 참조. 최근친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  최근친의 역할을 하도록 임할 수 있는데, 임받은 자는 지

자체 는 정신병원에 임장을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한 기본  

설명은 Robert Brown, pp. 51 참조.

41) 이에 해서는 Department of Health, Mental Health Act 1983: Code of 

Practice, pp. 61 참조.

42) Gostin ed., 앞의 논문(주 25), pp. 3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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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의 비자의입원은 

부분의 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도록 하고, 친족

은 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43)

(4) 만의 경우, 정신과 문의가 증정신질환자로 정하면 그 때 보

호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증정신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제19조). 보호자는 후견인, 법정 리인, 배우자, 부모, 가족구성

원 에서 호선으로 정한다(제19조 제2항). 정한 보호자가 없을 때에는 

증정신질환자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인, 법인, 단체 에서 

군가를 보호자로 정하여야 한다(제19조 제3항). 증정신질환자가 생명 

는 신체가 긴박한 험에 처하거나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

호자는 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즉각의 보호나 의료 근이 가능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제1항). 긴 조치에 소요된 비용

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19조에서 열거한 사람의 순으로 부담한다. 물론 지

자체가 그 비용을 미리 상환해  수도 있다(제20조 제3항). 보호자가 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제3자 는 다른 기 으로 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해서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조).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보호자는 당해 정신병원을 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8조). 자해-타해의 험이 있는 경우 보

호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음(제41조),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할 경우 할 지자체는 진단을 

한 응 입원을 시킬 수 있다(제41조 제2항). 진단 결과 치료목 의 입

43) 이 은 Fröschle, Praxiskommentar Betreuungs- und Unterbringungsverfahren, 

3. Aufl., Bundesanzeiger Verlag, 2014, S. 683 f. 참조. 가령 신청권자는 가령 베

를린은 지자체 담당직원(Bexirksämter), 함부르크는 건강담당 청, 란덴부르크

와 튀링엔은 사회정신과요원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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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 은 재심 원회(Review Committee)

에 비자의입원을 허가해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1조 제3항). 치료목

의 비자의입원의 결정문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보호자

는 퇴원 차에서 재활  치료계획 수립과 력(제38조)한다.

(5) 이상의 검토로부터 본인과 한 련이 있는 사람을 본인 스

스로 보호자로 정하여, 그로 하여  입원, 입소, 치료 과정에서 정신질

환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보호자에게 비자의입원등에 하여 본인의 권한을 리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로써 보호자에게 비자의입원을 신청할 권한

을 부여할지 여부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보호자에게 비자의입원 신

청권을 부여하면 그로 인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계가 악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에서도 최근친이 아닌 정신보건 문요

원으로 하여  비자의입원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만에서의 

보호자는 정신질환자의 심리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보면 보

호의무자 신 보호자제도를 도입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서 본

인을 심리 으로 지지하는 역할, 비자의입원과 퇴원에서의 통로역할을 

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자와 정신질환자의 도덕  유 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할 것이다. 이 게 심리  유 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에게 정신질환의 치료와 불가

결하게 연계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자에게 임하여 리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심

리  지지 계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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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절차지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정신질환치료의 특수성

정신질환의 치료등은 비자의입원등을 통해 수행되기도 하며, 자의

입원등에 의한 치료등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 등은 격

리시설 는 폐쇄시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44) 정신건강복지법 제41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달리 말하

면 정신병의 치료등을 해 입원등을 하는 경우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비자의치료)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자유

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험성이 높으며, 본인의 자유가 실질 으로는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정신의료기 등에 자의입원등을 한 것이라 하더

라도 그것이 과연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한 입원등이 정보력이 월등히 뛰어난 의사의 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자유의 박탈이나 제한에 본인의 의사나 희망이 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행정처분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의 필요성

법원의 재 으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사재 에서 장애인

의 경우 수사부터 재 에 이르기까지 신뢰 계인, 진술조력인, 보조인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45) 본인의 재 차참여권을 최 한 보장하

44) 박인환, 앞의 논문(주 3), 223면에서는 2014년 기  83,000여 개의 정신병동 병

상  개방병동 병상은 16,000여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45) 형사소송법 제2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한 법률 제12조, 노인복

지법 제39조의8은 보조인에 하여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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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목 이다. 정신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된다는 효과

의 에서는 형사재 이나 정신의료기 의 장의 결정과정이 모두 

동일하다. 물론 자는 형사 차이며, 후자는 행정법상의 차이고, 목

은 자는 처벌에 있고, 후자는 치료에 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더

라도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미치는 심리  효과는 자유박탈과 제한

이 더 크게 와 닿기 때문이다.46) 치료 목 을 감안하더라도 정신장애

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해 치료목 의 비자의입원등이 꼭 필요

한지, 꼭 당해 정신의료기 등이어야 하는지, 정신건강의학과 문의가 

처방하는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등을 검해서 장애인의 이익이 치

료와 입원과정에서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그래야만 치료 목 의 비자의입원등, 비자의치료등의 정당성이 보

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문 절차지원인 서비스의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보호자가 있더라도 문성이 없을 수 있

고,  정신질환자와 이해가 상충할 여지도 있다. 다른 한편 의료

서비스제공자의 편에는 다수의 문가가 있다. 입원 합성심사 원

회의 원, 조사원, 정신과의사, 정신건강심의 원회의 원 등은 

례법 제36조, 제3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에서는 진술조력에 하여 규정하

며,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한 특례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장애인복지

법 제59조의6은 신뢰 계자의 동석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46) 비자의입원에 한 당사자의 경험을 진술한, 박종언, “수치심, 두려움을 넘어 자기

결정권으로”; 이정하, “치료  입퇴원, 재활 차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지 -당사자

의 입장에서의 경험을 심으로”, 치료  입·퇴원, 재활 차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참여권 확 와 정책제안을 한 국제포럼 자료집, (2017. 10. 27.), 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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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타자이고, 자신의 처지를 진심으

로 걱정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지지할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비자의입원의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자의입원으로 

환하는 정신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재의 정신

의료기 등은 여 히 폐쇄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의로 폐쇄 정신의

료기 등에 입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과연 법한 환경 하에서 나

온 의사표시인지에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

자나 제 로 돌 볼 사람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정신

질환자 간에 이해상충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의입원등이라

도 일정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비자의입원등의 차에

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 하여, 비자의입원등이 

최선인지, 비자의입원등 기간 동안의 치료 약물, 치료요법이 정신

질환자에게 최선인지, 퇴원등의 후의 조치가 정신질환자에게 최선

인지 등을 본인의 입장에서 듣고, 설명하고, 달하는 ‘ 문 차지

원인’47)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문 차지원인은 보

호자, 의료진, 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비자

의입원과 퇴소 직후까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의 에서 듣고, 설명하고, 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 

필자가 정신장애인을 한 공공후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후견법인

을 자문하면서 한 다음의 사례가 시사 이다.

47) 권익옹호라는 용어는 재의 발달장애인  장애인을 한 권익옹호기 이 수행

하는 기능과 다르기 때문에 부 당하다. 의사결정지원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포

이어서 한 부 당하다. 그 기능은 비자의입원, 치료, 퇴원 차에서 정신장

애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보조라는 용어는 그동안 형사사법

차에서의 보조로 사용되었는데, 행정 차에서의 차보조는 이와 다른 성격이

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해서는 여기서는 차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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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A는 치매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이며,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의 긴 한 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의 특성을 이해

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에 한 자기 나름의 의사표 일 수 있다. 이 때 

A에게 친 하게 하여 그에게 필요한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과의사, 정신요양시설

의 직원 모두 무나 바쁜 자신의 직무 때문에 A의 욕구가 무엇인지, 

A가 지  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문 차지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A는 행정입원으로 격리 정신

병동에 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 차지원인은 A로 하여

 자신을 표 하게 지원하고, 그의 지지자가 되어 그의 치료의 효과

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서비스이다.48)

48)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의 독립정신보

건옹호자(Independent Mental Health Advocates)가 수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국은 정신능력법에 따른 독립정신능력권익옹호자(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요양법(the Care Act)의 독립권익옹호자(Independent 

Advocate)도 있다. 이들 제도의 개 은 Tim-Spence-Lane, Care Act Manual, 

pp. 375 참조.

57세의 조 병 있는 정신장애인 A는 자해, 타해의 험이 없이 오랜 기간 정

신요양시설에서 지내왔는데, 최근 치매증상이 악화되면서 옷을 입은 채 변

을 보고 치우지 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근하여 돌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 하면 근을 막기 해 기물을 던지기도 한다. 같이 생활하는 다른 정신

장애인들이 냄새 등을 이유로 이 장애인에게 해꼬지를 하기도 하고, 그로 인

해 이 장애인은 더더욱 타인을 경계하고 근하려 할 때마다 기물을 던지기

도 한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이 장애인을 자-타해 험이 있다고 보고 정신

병원에 행정입원을 시키거나 격리시설에 보낼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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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안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정신질환의 악화되기 에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넓  주는 것, 의료  요양서비스 제공자나 보호자로부

터 독립되어 있는 문 차지원인에게 입원, 치료 등에 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법 개정제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

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

2.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 로 

한 소송이 계속 인 사람 

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

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제39조(보호자)

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 그 목 으로 

정신병원 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

기 등이라 한다)에 입원 는 입소(이하 입

원 등이라 한다)하는 것, 정신의료기 등에

서 퇴원 는 퇴소(이하 퇴소 등이라 한다)

하는 것, 퇴소 등 후의 치료, 요양, 재활 등

에 한 정보를 얻어 정신질환자의 결정을 

지원하기 해 보호자를 두고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순 로 정한다.

1. 친권자

2.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정신과 질병 

치료에 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신과 질병 치료에 권한 있는 미성년후견인

3. 미성년자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 으

로 돌보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자. 단,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 하여야 한다. 

③ 성년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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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 는 후

견인·부양의무자의 순 에 따

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

조에 따른다.

의 순 로 정한다.

1. 본인이 미리 지정한 자

2. 정신질환자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

으로 돌보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

한 자.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정할 수

는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자.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지정할 수 없다.

④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지정한 보호자에게 

입원등과 치료, 퇴원 등에 한 자신의 동의

권을 리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때 보호자는 본인의 지시에 좇아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존 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의 지정, 변경, 해임, 보호자의 등

록과 증명, 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부여된 

리권의 증명 등에 한 세부사항은 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

는 정신질환자가 한 치료 

 요양과 사회 응 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

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

 는 정신요양시설(이하 "

정신의료기 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

제40조( 차지원인)

① 정신질환자가 이 법에서 정한 정신의료

기 등에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입원 는 

입소(이하 비자의입원등이라 한다)를 할 필

요가 있을 경우 비자의입원등의 개시, 지속, 

퇴원  퇴소(이하 퇴소등이라 한다)의 차

에서 본인의 의사, 희망, 욕구 등이 반 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볼 가족이 없거

나 본인이 지정한 보호자 없는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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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최 한 존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문의가 정신

의료기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극 조

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

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

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

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

호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

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

는 아니 된다.

로서 자의입원등을 하거나 자의입원등을 하

려고 하는 자를 해서도 차지원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차지원인은 제43조, 제44조, 제52조, 제63

조, 제7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자료 요청

2. 본인  보호자의 면회. 본인  보호자

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본인의 의료  기타 신상에 한 자료

열람권

4. 치료, 입원등, 퇴원등에 한 의견개진권

④ 차지원인은 제48조, 제54조, 제55조, 제

56조, 제57조에 련된 차에서 다음 각호

의 권한을 가진다.

1. 정신질환자를 면심사하도록 요청할 권한

2. 진단, 심사과정에 참여할 권한

3. 의견 진술권

⑤ 차지원인이 제3항에서 한 요청  의

견진술과 달리 단할 때에는 그 근거를 

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차지원인의 자격, 선발, 비용상환, 보

수, 증명 등에 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추가될 사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제59조, 제60

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3조, 제84조 등에 있는 “보호

의무자”라는 용어는 부 “보호자”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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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진단, 치료 목 의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응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입소, 행정입원)는 모두 자해, 타해의 

험이 있어서 입원하여 진단하거나 치료 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단

한 경우 지자체의 장, 는 그의 권한을 법률로 임받은 정신의료기

등의 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비자의입원등은 의료계약이나 요

양계약의 체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행정처분은 설령 그것

이 진단과 치료, 는 요양목 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박탈 내지 제한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 차 못지 

않게 그 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존 되고 그의 의사가 충분히 

반 되도록 해야 한다. 행법에서는 그 역할을 보호의무자에게 으

로 맡기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와 민법 제974조의 친

족 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는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

의 성과 무 하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에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을 존 하여 본인이 선택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본인과 

한 계가 있는 자를 보호자로 지정하여 그 자가 보호의무 없이 치

료와 입원등의 차에서 정신장애인을 심리 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는 심리  지지자의 역

할을 할 수 있지만 문성, 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

강 의료  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로부터 독립된 립  치의 

문가가 입원등과 치료 차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변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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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Introduction 
of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to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Cheolung Je

Respect to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o are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is indispensable 

not only for justification of deprivation and restriction of their 

liberty, but also for enhancing the treatment effect. There should 

be various kinds of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involuntary admission and involuntary 

treatment in Korea are made by administrative acts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On the other hand,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in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stricter, and the rates of 

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increasing, so there has arisen 

some doubt that patients voluntarily accepted admission for 

treatments, because many psychiatric hospitals are still un as 

isolated facilities.

For the cases where adults with mental illness for whom close 

relatives cannot properly care should be admitted to psychiatric 

hospitals for treatments, irrespective of involuntarily or voluntarily, 

there should be some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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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whereby their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admission and 

treatments can be supported. This paper criticizes current system of 

relatives or guardian with protection duty in that the protection 

duty imposed on them by public law is incompatible with their civil 

law duty, and that the discharge of public law duty can cannot be 

compensated. Based on such arguments, this paper suggest that 

protector system, which does not impose any additional public duty 

on protectors, and independent advocacy system as admission and 

treatment procedure assist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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