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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신질환은 경증의 우울증부터 중증의 정신분열증까지 병명과 병증이 다

양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

기만 하면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아직까

* 논문접수: 2009. 10. 12.  * 심사개시: 2009. 10. 5.  * 게재확정: 2009. 12. 10.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84  이 재 경

지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신질

환자의 요양치료를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입원

을 통해 환자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법규정 및 그러

한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현행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을 사법

상의 비자발적 입원과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독일법

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독일민법 제1906조를 검토하여 성년후견제의 도

입을 위한 민법개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II. 용어의 정리

1.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장

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

자라고 한다.

정신의학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는 건강하 는데 나중에 병이 발생

하는 것을 정신질환이라고 하여 출생 시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나타난 지적 

능력의 결손인 정신지체는 정신질환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하며1), 이러

한 정신의학의 개념에 기초하여 정신보건법 역시 정신지체를 정신질환자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에 제약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상태 자체를 문제 삼

는다.2) 

1) 정문용 ․ 민성길 외, “제8장 정신장애의 분류”,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2007, 제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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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발적 입원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혹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를 입원시

키는 경우를 비자발적 입원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

조 응급입원 및 민법 제947조 제2항에 의하여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

어 금치산자를 감금 치료하는 경우가 비자발적 입원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강제입원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

으나3) 본 논문에서는 비자발적 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강제”라는 용어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규정하여, 정신질환의 발병 여부

와 더불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지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의 법적개념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하

여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정

신질환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정도라면 적어도 중증의 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더 많은 ｢정신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경증의 정신질환자

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김문근,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사회복

지연구, 제33권, 2007, 제123면 이하; 이동명,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제137면 이하;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와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7권 제1호, 2009, 제21면 이하; 정규원, “정신보

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 제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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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법 검토

1. 관련 법규

가. 민법의 비자발적 입원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947조 제2항이 적

용된다. 민법 제947조 제2항은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

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 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할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에 허

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신질환이 있는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자를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에 감금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적용되어 사실

상 동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정신보건법의 비자발적 입원 

｢정신보건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혹은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입원시킬 수 있다.

먼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있거나,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이상의 내

용을 기재한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서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

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

건요원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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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

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는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환자를 2주에 한하

여 입원시킬 수 있다.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

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3조

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입원할 수 있거나, 혹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

자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입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진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하여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를 발견한 자가 의사와 경찰관

의 동의를 얻어 그를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입원은 72시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 혹은 제25조의 입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가, 제25조는 시장 ․ 군수 ․ 구
청장이, 제26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을 의뢰하거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25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제26조에 따른 입원은 

일시적인 입원으로 다시 보호의무자나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정신보건법｣ 제
24조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문제점 

가. 후견인 선임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박탈하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동반되는 입원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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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식이 없거나, 입원 및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 합리

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군가가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입원시키

고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견인

의 피후견인에 대한 요양감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47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4)

그러나 민법 제947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금치산선고를 받은 행위무능

력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현실에서 행위무능력제도가 가

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금치산선고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금치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해 합리적으

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상태에 이르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이 존재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법 제947조는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정신질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타인을 살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다른 일

반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질환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

컨대 중증의 말기암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치료를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정신질환의 경

우에도 환자에게 무조건 치료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병식

이 없거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혹은 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을 해할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하여야 

4) 민법 제947조의 요양감호의무에 근거하여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

의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는, 홍춘의, “후견제도 개혁의 과제”, 가족

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2, 제28면; 김천수,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 대구

대학교출판부, 1999, 제58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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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환자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입원이 필요

한 정도이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정도

인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환자

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조는 실제로 모든 정신

질환에 대해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정신

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 보호의무자의 동의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악용하여 환자의 이익이 아닌 보

호의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입원시킬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지적

되어 2008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정비하

다. 그러나 보호의무자 1인에서 2인으로 동의권자를 확대하 다고 하여 근

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의 입

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가 1인이든 2인이든, 정신질환을 앓

고 있다는 그 자체로 환자를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능력이 없는 동의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환자의 의사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 제21조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후견인의 순서

로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법정대리인인 후

견인보다도 우선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는 점도 문제가 된다.

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환자의 입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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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며,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과전문의의 입

원권고서에 근거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정신과전문의와 입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

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관계에 대해 ｢정신보건법｣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권고서를 작

성한 정신과 전문의가 결과적으로 입원을 결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의

사로 입원여부를 판단한 의사와 입원 후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의사

가 동일인이어도 상관없다는 문제가 있다. 요컨대 입원필요성에 대한 의사

의 판단에 대해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게 된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원의 임박

성 내지는 입원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정신질환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입원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입원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이는 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의료인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비자발적 입원 후 의료행위의 실시 

의료실무상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입원 이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 유효한 것처럼 취급

된다. 정확하게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동의는 입원 그 자체 즉, 환자의 

자유를 박탈하여 병원에 거주하게 하는 거소지정의 의미를 가지며 입원 후

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환자를 대신하

여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 후의 의

료행위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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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동의는 입원 후의 의료행위

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능력, 정신질

환과 입원필요성의 인과관계, 위험의 임박성, 위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

자발적 입원에 대한 동의가 생명 ․ 신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행위에

까지 유효하게 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독일법 검토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과 관련하여 민법 제947조 제2항과 ｢정신보

건법｣ 제24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독일민법 

제1906조 이외에 각 주의 정신보건법 내지는 수용에 관한 법에서 이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주로 정

신보건법을 적용하면서, 민법 제947조 제2항이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우리와 달리 독일은 독일민법 제1906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독일민법과 각 주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독일민법 제190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자발적 입원

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과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

독일민법 제1906조와 각 주(州)법의 해당규정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많은 문헌은 이를 사법상의 입원과 공

법상의 입원으로 구분한다.5)6)

5) Jürgens, Kröger, Marschner, Winterstein-Marschner, Betreuungsrecht kompakt, 6.Aufl. 
(2007), Rn. 505; Rehborn, Arzt, Patient, Krankenhaus. 3.Aufl. (2001), S. 280ff; Bam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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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주체

독일민법 제1906조에 의하여 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동의하거나 혹은 

비자발적 입원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견인

이다. 법원이 동의가 유효하다고 허가를 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환자를 

입원시킬지 여부는 후견인이 결정한다. 

반면 각 주(州)의 정신보건 관련법에 근거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법

원에 대해 입원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행정관청이다.

나. 입원사유 

비자발적 입원사유와 관련하여 독일민법 제1906조는 정신질환자가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데에 반해, 공법은 정신질환자가 자해 ․ 상
해 및 사회안전 ․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된

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자해를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법과 공법이 모

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 규정은 독일민법 제1906조에 의하여 환

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후견인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있거나 혹은 환자

의 입원을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환자가 자해를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독일민법 제1906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

Roth Komm-Müller. § 1906.
6) 우리의 경우 정신질환에 관하여 정신보건법이라는 하나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독일의 

경우 각 주(州)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이나 치료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Baden-Württemberg주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수용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Unterbringung psychisch Kranker), Berlin주는 정신보건법(Gesetz für psychisch 
Kranker), Hessen주는 자유제한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Entziehung der Freiheit 
geisteskranker, geisteechwacher, rauschgift- oder akoholsüchtiger Personen)이라고 규정

하는 등 법률의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독일의 문헌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각 주의 규정을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이라고 통칭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민법 제1906조를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

문 역시 이하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과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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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과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사유를 자해 ․ 자살

의 위험과 상해 ․ 타살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법원의 개입 

정신질환자를 사법에 근거하여 입원시키든, 공법에 근거하여 입원시키

든, 독일의 경우 입원절차에 법원이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법원은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는 후견인 동의의 적법성에 대

해 판단하지만,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한다. 또한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허가를 할 때

에 입원기관을 지정하지 않지만, 공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는 법원

이 입원명령을 내릴 때에 주(州) 정신병원이나 주(州)에 위치한 대학의 정

신병원 내지는 그 밖에 정부가 허가한 기관 등의 공인된 기관을 지정한

다.7) 

2. 사법상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검토

독일민법 제1906조에 의하여 피후견인이 정신질환이나 기타 장애로 자

살을 하거나 중대한 건강손상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필수적으로 의료행위

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는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이 정신질환 기타 장애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입원시킬 수 있다.

가. 자유를 박탈하는 비자발적 입원의 의미 

독일민법 제1906조는 후견인은 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비자발적 입원

7) Baden-Württemberg, 정신질환자의 강제수용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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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Unterbringung mit Freiheitentziehung)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를 박탈하는 비자발적 입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자유박탈 조치의 법정절차에 

관한 법(Gesetz über das gerichtliche Verfahren bei Freiheitsentzie-

hungen) 제2조 제1항은 인간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형무소, 격리실, 신상감호를 위한 폐쇄수용소, 폐쇄병원 혹은 병원의 폐쇄

병동에 수용하는 것을 자유의 박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유를 박탈하는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 

⑴ 후견인의 동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에 관한 동의가 

후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후견인의 동의는 환자의 거소

지정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8) 

이와 관련하여 함 고등법원은 후견인이 건강배려에 관한 업무만을 위임

받고 거소지정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그는 피후견인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여 거소지정업무와 건강배려업무

를 구분하고 있다.9)

⑵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한 입원 

독일민법 제1906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

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입원에 동의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나 제3자의 이익

을 위하여 혹은 피후견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동의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독일민법 제

8) Jürgens, Betreuungsrecht, 3Aufl.(2005), § 1896, Rn. 24.
9) OLG Hamm FamRZ 2001, 861=LSK 2002,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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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조 제1항 제1호는 피후견인이 정신지체 혹은 심인성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이나 중대한 건강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환자의 자살이나 자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원을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

한 입원으로 보고 있다.10) 

또한 그러한 위험과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

는 단지 그러한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발

생의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의 정도까지 인정되어야 한다.11) 더불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2) 그 밖

에 그러한 자살 ․ 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실제적

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13)14)

⑶ 의학적인 조치의 필요성

독일민법 제190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학적인 조치를 위한 

비자발적 입원은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

여, 혹은 치료목적이 아닌 임신중절과 같이 일반적인 의학적 침습을 위하

여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5)

10) 예컨대 꼭 필요한 약을 거부하거나, 꼭 필요한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거나, 물을 마시

지 않거나, 노인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후견인이 무분별하게 혹은 밤이나 추운 날씨에 

혹은 도로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이거나 얼어 죽을 위험

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OLG Hamm BtPrax 2001, 40.
11)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바이예른 주 고등법원은 환자가 그 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량

의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은 경우, 문이 잠긴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라고 생각하고 1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경우(BayObLGZ 1985, 403) 및 환자가 정신질

환이 아닌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자살을 시도한 경우(BayObLG FamRZ 
1993, 600)에는 자살 ․ 자해의 위험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2)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3.Aufl.(2005), § 1906 Rn. 13.
13) Bamberger, Roth Komm-Müller, § 1906 Rn. 6.
14) 예컨대 환자가 고도의 조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은 환자를 그의 의사에 상관없이 혹은 그의 의사에 반

하여 입원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OLG Müchen BeckRS 
2005, 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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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기서 말하는 의학적인 조치는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는 의학적 조

치만을 의미하며, 예컨대 진단이나 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중대

한 건강상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암이나 당뇨병 등의 진단 및 치료는 독

일민법 제1906조가 적용되는 의학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6)

이와 관련하여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질병 또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강요하기 위하여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금지된

다고 판시하고 있다.17)

⑷ 정신질환자의 인식불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

고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정신질환, 정신지체, 심인성 장애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인식에 의하여 행동할 수 없었어

야 한다. 이때 피후견인이 입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는 행위능력

이 아닌 자연적인 인식과 조절능력에 따라 판단된다.18)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독일연방재판소는 피후견인의 인

식은 입원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원 후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

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9)

⑸ 입원의 불가피성 

독일민법 제1906조에 근거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를 입

원시키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환자를 입원시킬 필요가 있

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으면 

15) Erman-Roth Komm, 12.Aufl.(2009). § 1906 Rn. 15.
16)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3.Aufl.(2005), § 1906 Rn. 16. 
17) LG Frankfurt FamRZ 1993, 478. 
18)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3.Aufl.(2005), § 1906 Rn. 24. 
19) BGH FamRZ 2006, 615,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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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해 동 조가 적용되도록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20)

예를 들어 자의입원, 일시입원, 외래진료, 치료공동체, 사회정신의학서

비스, 그 밖에 개인병원에서의 치료 등을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21)

다. 법원의 허가 

⑴ 허가시기

독일민법 제1906조에 의하여 환자를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는 사전허가가 원칙이지만 입원을 지체하

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후허가가 인정된

다. 다만, 이때에도 비자발적 입원이 이루어진 후에 즉시 허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⑵ 허가의 범위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당해 입원조치에 한정하여 효력이 

인정되며, 입원 이후의 의료행위에까지 허가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

다.22) 따라서 독일민법 제1906조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일민법 제

1904조의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23)

⑶ 허가절차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절차는 독일비송사건절차법(Gesetz über die An-

20) Bamberger, Roth Komm-Müller, § 1906 Rn. 17. 
21) Jürgens-Marschner, Betreuungsrecht, 3.Aufl.(2005), § 1906 Rn. 24. 
22) Bamberger, Roth Komm-Müller, § 1906 Rn. 21. 
23) MünchKomm-Schwab, 4.Aufl.(2002), § 1906 R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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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제70조 내지 제70조의 n

에 따른다. 법원이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동의에 관한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일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의 c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직접 입원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70조의 d에 의하여 당사자 이외에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모와 자녀, 보호자 및 당사자가 머무르고 있는 시설의 거주자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등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원은 동의에 관한 

허가를 하기 전에 동법 제70조의 e에 의하여 전문가의 감정의견을 들어야 

한다. 

V. 결  론

이상으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우리법과 독일법을 검토하

다.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주로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적용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를 통해 환자의 신체자유, 자기결정권. 신체 ․
건강 등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현행 정신보건법이 부당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사후 구제조치 등

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자발적 입원으로 침해되는 권리의 중대성과 

한번 침해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전구제조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후견

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되, 후견인의 동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후견권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24) 

24) 법무부는 2009년 9월 18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 으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99

또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면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삭제하여,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타인이나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5조 내지 제26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입원, 자기결정권, 정신보건법, 성년후견

며, 동 법안 제947조의 2에서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

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개

정안 역시 신상감호에 대한 후견인의 동의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
자발적 입원에 관한 조항 역시 엄격한 요건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독일민법 제1906조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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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vergleichende Überprüfungen über 

zwangsunterbringung der psychischen Patienten

 Dr. Yi, Jaekye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ABSTRACT=

Im Allgemeinen auch psychische Patienten können sich darüber selbst en-

tscheiden, ärztliche Behandlung zu nehmen und ins Krankenhaus aufgenommen 

zu werden. Im Südkorea bei der zwangsweisen Unterbringung wird kein KBGB 

des privatlichen Rechts, sondern Gesetz über psychisch Gesundheitspflege des 

öffentlichen Rechts vorzüglich verwandt. Aber das noch kann ein selbst 

Bestimmungsrecht von der psychischen Patient verletzen.

Im Deutschland regelt BGB § 1906 Zwangsunterbringung der psychische 

Patienten, die Gefähr des Selbstmord oder der Eigengefährdung haben. Außer-

dem hat jedes Land eigen Gesetz über psychischen Kranken, das öffentliche 

Vorschrift für Zwangsunterbringung regelt. Im Fall der Zwangsunterbringung im 

Deutschland BGB § 1906 wird primärer als öffentlich Rechts verwandt, um die 

Selbstbestimmungsrecht der Patienten zu unterstützen. 

Auch im Korea KBGB (koreanisches Bürgerliches Gesetzbuch) Veränderungen 

für die Einführung des Betreuungsrechts, die sich mit der Zwangsunterbringung 

befassen, sollten diskutiert werden, damit die Selbstbestimmung schätzen.

Keywords : Psychische Patienten, Zwangsunterbringung, Betreuungsrechts, 

Selbstbestimm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