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의료 계획 
 
갑자기 다쳤거나 심하게 아프다면, 누가 당신의 의료 선택을 알겠습니까?  

지금 생각하십시오. 보다 빨리 계획하면 나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전 의료 계획이란? 
 
나이, 질병, 혹은 사고가 때로는 의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전 의료 계획은 미래의 의료 관리 치침을 위한 선택을 지금 생각하고 정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의료 관리와 삶의 질에 대한 선택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 선택 내역서(Statement of Choices)에 당신의 선택을 기재함 
• 영구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정하고 임명함, 그리고/혹은 
• 사전 의료 지침서(Advance Health Directive)를 완성하는 것  

 

왜 미리 계획해야 합니까?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 

• 미래에 받을 치료와 간호가 당신이 원하는 범위에 있음 
•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됨  

• 당신을 위한 의료 결정들이 오직 위기의 때에만 사용되는 일이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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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하길 원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전 의료 계획의 차별성 
 

• 가족들, 친구들 및 의료진들과 당신의 가치관, 믿음 및 선호하는 치료들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당신을 위한 치료 및 간호의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 미래의 건강과 개인 간호에 대한 당신의 희망, 특히 당신의 생의 마지막 때의 의료 간호에 대한 
당신의 희망이 문서로 작성되고 존중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계획은 모든 의료 간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고려 되도록 알리기 위해 사전 진료 계획 문서를 모든 의료 간호 서비스 기관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병원, 개인 병원, 가정의(GP) 및 당신이 의뢰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 기관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사전 의료 계획 
 
미래의 의료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할 시기란 없습니다. 사전 의료 계획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 내역서(Statement of Choices) 
이것은 당신의 희망사항과 가치관 및 믿음에 초점을 맞춤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없을 
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선택 내역서 (Statement of Choices) 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GP)에게 문의하고 사전 

의료 계획을 위한 메트로 남부 의료 기관(Metro South Health’s Office of Advance Care Planning) 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mycaremychoices.com.au 를 방문합니다.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이것은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이나 혹은 친구를 
지명하는 (두 명이상을 임명할 수 있음) 법적 문서입니다. 문서 양식은 www.justice.qld.gov.au 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거나 변호사나 혹은 공인 수탁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지침서 (Advance Health Directive) 
이는 당신이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특수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하여 당신이 미래 의료 결정을 해 놓은 

것을 기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문서 양식은 www.justice.qld.gov.au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ycaremychoices.com.au/
http://www.justice.qld.gov.au/
http://www.justice.qld.gov.au/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 당신의 미래의 의료 간호 선호도에 대하여 그리고 누가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 가능성있는 미래의 의료 간호 상황에 대하여 의사와 의논하십시오.  
� 당신의 미래의 의료 선호도에 대하여 가족 및 친구들과 대화하십시오.  
� 당신의 미래의 의료 간호 선호도에 대하여 결정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십시오  
� 만일 당신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을 대표할 사람을 임명하십시오. 

 
다음의 단계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지침서(Statement of Choices),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그리고/혹은 사전 
의료 지침서 (Advance Health Directive)를 완성하여 당신의 결정을 기록하십시오. 

�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 (예, 가족구성원, 가까운 친구들), 당신의 가정의 (GP) 및 지역 병원에 문서의 
사본을 주십시오. 

� 사전 의료 계획 문서를 정기적으로 재검하십시오. 
� 사전 의료 계획은 전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선택 내역서를 오늘 완성하십시오. 

의사, 가족, 친구들 및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알리십시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무엇이 일어날지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이 존중될수 있도록 
당신이 조치를 해놓은 것을 안다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트로 남부 의료 (Metro South Health)가 도움을 줍니다. 다음 사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영어 전화통화로 조언을 하며 질문에 답을 해드립니다. 
• 선택 내역서(Statement of Choices)를 완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필요하다면 통역사를 마련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 의료 계획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연락처  

사전 의료 계획 사무소 (Office of Advance Care Planning) 
메트로 남부 의료(Metro South Health) 
전화: (07) 3710 2290 
팩스: (07) 3710 2291 
이메일: acp@health.qld.gov.au 
웹사이트: www.mycaremychoices.com.au 
 
 
메트로 남부 의료 (Metro South Health) 는 브리스번 남부 Logan, Redlands 와 Scenic Rim 지역에 공공 의료 
서비스와 보건 교육 및 연구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http://www.mycaremychoic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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