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돌봄 계획
사전 돌봄 계획은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또는 향후 받게 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나 원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과정입니다. 사전 돌봄 계획에는 일상적인 수술 중, 수술 이후의 병원
진료, 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치료 또는 연명 치료 결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C
주에서는 법적 서류인 사전의료의향서가 사전 돌봄 계획을 원하는 모든 성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옵션입니다.
계획 수립 시 사용할 도구뿐 아니라 BC 주의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자료
사전 돌봄 계획 -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BC 주의 동영상(펀자브어 및 중국어 간체 자막 지원), 책자, 사전 돌봄 계획 작성 팁 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는 사전 돌봄 계획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전 돌봄 계획 -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o

사전 돌봄 계획 자주 묻는 질문(PDF)

o

My Voice 사전 돌봄 계획 가이드 간편 팁(PDF)

o

사전 돌봄 계획 책자 소개(PDF 1.50MB)

o

호주 원주민용 사전 돌봄 계획 책자(PDF 1.55MB)

가정에서 예정 및 계획하에 맞이하는 죽음
BC 주민의 경우 가정에서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에서 예정 또는 계획하에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가정에서 예정 및 계획하에 맞이하는 죽음

My Voice: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보건 당국은 BC 주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들에게 사전 돌봄 계획을 세우고, 사전 돌봄 계획 안내서에 나와 있는
도구를 통해 향후 받게 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과 지침을 문서화하는 추가 단계를 실시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My Voice: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기록(PDF 4.05MB)
o

펀자브어 버전(PDF 1.02MB)

o

중국어 간체 버전(PDF 1.10MB)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기록 인쇄본을 받으려면 Crown Publication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50-387-6409 또는 수신자 부담

번호(1-800-663-6105)로 주문하십시오. 한 부 또는 여러 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취급 수수료와 해당
세금이 주문 금액에 적용됩니다.

No CPR(심폐소생술 거부) 양식
BC 주에서는 No CPR(심폐소생술 거부) 양식을 통해 응급 처치 요원 또는 의료기관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옵션을 본인 및 담당 의사에게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No CPR(심폐소생술 거부) 양식

치료범위관련의료지시(Medical Orders for Scope of Treatment - MOST)
치료범위관련의료지시(MOST)는 의료적 지시입니다. 여러분 주치의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치료 관련 소망
및 결정을 여러분의 진료에 관여하는 다른 의사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치의와 함께 사전돌봄계획을 위한 상의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과 가능한 치료 범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치료범위관련의료지시(MOST)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Fraser Health: Medical Orders for Scope of Treatment(치료범위관련의료지시)



Interior Health: Medical Orders for Scope of Treatment - MOST(치료범위관련의료지시 - MOST)



Island Health: Medical Orders for Scope of Treatment - MOST(치료범위관련의료지시 - MOST)



Northern Health: Advance Care Planning(사전돌봄계획)



Vancouver Coastal Health: Learning More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심폐소생술(CPR)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법적 정보
법무부는 사전 돌봄 계획에 유용한 추가 법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장애 대비 계획: 대리 계약 및 대리인의 영구 권한

지역 보건당국
지역 보건당국의 사전 돌봄 계획 정보와 자료를 얻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퍼스트네이션 보건국: BC 주 노인용 가이드(PDF 1.40MB)



프레이져 보건부(Fraser Health): 사전 돌봄 계획



내륙 보건부(Interior Health): 사전 돌봄 계획



밴쿠버 섬 보건부(Island Health): 사전 돌봄 계획



북부 보건부(Northern Health): 사전 돌봄 계획



밴쿠버 해안보건부(Vancouver Coastal Health): 사전 돌봄 계획

참고 자료
사전 돌봄 계획, 간병인 지원, 시한부 환자 간병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일반 정보를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전 돌봄 계획


사전 돌봄 계획



사전 돌봄 계획: 인공 수액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까?



사전 돌봄 계획: CPR 및 연명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사전 돌봄 계획: 신장 투석을 중단해야 합니까?



사전 돌봄 계획: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까?



사전 돌봄 계획: 포함할 내용



SDM(의사 결정 대리인) 선택

간병인 지원


간병인 지원: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



간병인 팁



간편 팁: 간병 스트레스 완화

시한부 환자 간병


시한부 환자 간병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한부(PDQ®): 지지 의료 서비스 - 환자 정보

장기 기부


장기 이식



장기 기부 계획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3월

더 많은 HealthLinkBC File 주제를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healthfiles 또는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십시오. BC 주 내에서 비응급 보건 정보 및 조언을 찾아보려면 웹사이트 www.HealthLinkBC.ca를
방문하거나 8-1-1(무료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7-1-1로 전화하십시오. 요청에
따라 130여 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