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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care planning
아름다운 생의 마감을
위한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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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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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생의 마감을 위한
사전 계획…
사전 계획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사전 계획은 미래의 진료에 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본인의 생각과 희망 사항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미래 진료의 당사자인
본인 및 의료전문인 모두와 관련됩니다. 가족 또는
보호자와도 관련됩니다.

본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 및 가까운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음에
대해 말하면 될 것입니다:
● 삶의 마지막에 본인이 받기 원하는 치료 유형
● 본인이 자신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말년을
보내고 싶은 장소
● 질병이나 사망과 관련된 특별한 염려나 근심

심각하게 병들기 전에 지금 사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전 계획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며, 본인이
어떤 치료와 간호를 선호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더욱 알고 싶으십니까?

다음을 기초로 하여 삶의 마지막에 관해 생각하고
선호하는 바를 주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개인적인 관점과 가치관

본인의 가정의나 기타 의료진에게 본인이 아마 선택할
미래의 치료 방법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사전 계획
안내서의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www.advancecareplanning.org.nz 을 참조하거나
info@advancecareplaning.org.nz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 이용 가능한 치료 및 간호 방법.
사전 계획에 원하는 바 또는 희망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은 특히 상황이 변할 때 최신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전 계획의 가치는 관계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의 공유에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희망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자의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 계획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 및 의료진이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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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위한 선물
과 나와 함께 앉아
엄마는 나에게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엄마는 내 여동생
치료를 원하는지에 대해
그녀가 매우 아프거나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떠한
셨습니다. 몇 년 내에 너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지 조심스럽게 설명하
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프셔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본인이 의사결
이는 저희가 엄마를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엄마의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셨을 치료 방법을
대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엄마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의료진에게 말씀 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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