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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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2.gov.bc.ca/gov/topic.page?id=E7A581A9BC0A467E916CFC5AD2D3B1E8
https://www2.gov.bc.ca/assets/gov/people/seniors/health-safety/pdf/faqadvancecareplanning.pdf
https://www2.gov.bc.ca/assets/gov/people/seniors/health-safety/pdf/advancecareplanningquicktips.pdf
https://www2.gov.bc.ca/assets/gov/people/seniors/health-safety/pdf/advancecareplanningbrochure.pdf
https://www2.gov.bc.ca/assets/gov/people/seniors/health-safety/pdf/aboriginaladvancecareplanningbrochure.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accessing-health-care/home-community-care/care-options-and-cost/end-of-life-care/expected-planned-home-deaths
http://www.health.gov.bc.ca/library/publications/year/2013/MyVoice-AdvanceCarePlanningGuide.pdf
http://www.health.gov.bc.ca/library/publications/year/2013/MyVoiceGuide-Punjabi.pdf
http://www.health.gov.bc.ca/library/publications/year/2013/MyVoiceGuide-SimplifiedChinese.pdf
https://www.crownpub.bc.ca/Product/Details/7610003494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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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no-cpr-form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eature/no-cpr-form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advance-care-planning/how-do-i-start-advance-care-planning/medical-order-for-scope-of-treatment---most#.YGJdQv5Ya00
https://www.interiorhealth.ca/YourCare/PalliativeCare/ToughDecisions/Pages/Medical-Orders-for-Scope-of-Treatment-(MOST).aspx
https://www.islandhealth.ca/learn-about-health/planning-health-problems/medical-orders-scope-treatment-most
https://www.northernhealth.ca/health-topics/advance-care-planning?keys=advance%20care#what-is-advance-care-planning
https://vch.eduhealth.ca/PDFs/EB/EB.270.L43.pdf
https://vch.eduhealth.ca/PDFs/EB/EB.270.L43.pdf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managing-your-health/incapacity-planning
https://www.fnha.ca/WellnessSite/WellnessDocuments/BC_EldersGuide.pdf
https://www.fraserhealth.ca/employees/clinical-resources/advance-care-planning#.W2M5gdVKiUn
https://www.interiorhealth.ca/YourCare/PalliativeCare/ToughDecisions/Pages/Advance-Care-Planning.aspx
https://www.islandhealth.ca/our-services/advance-care-planning
https://www.northernhealth.ca/health-topics/advance-car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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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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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ealthlinkbc.ca/healthfiles
https://www.healthlinkbc.ca/
http://www.vch.ca/public-health/health-topics-a-z/topics/advance-care-planning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a114595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u4431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u2951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u6095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u1430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a114555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a114352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u1573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cares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v2154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a129753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a114690
https://www.cancer.gov/about-cancer/advanced-cancer/caregivers/planning/last-days-pdq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ty7522
https://www.healthlinkbc.ca/health-topics/abl0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