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지 요청사항 어드밴스 케어
작성하고 업로드하기

환영합니다!
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단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 프로세스를 어드밴스 케어 플랜이라고 합니다. 어드밴스 케어
플랜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유형을 구별하고 기록하는 것이며, 자신이 직접
말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료 대리인이라 함)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어드밴스 케어 플랜이나 의료 대리인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있는 어드밴스 케어 플랜과 의료 대리인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Voice Your Choice 한국어 페이지의 Community Resource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Voice Your Choice 는 다양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 설정 및 공급자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응급상황 시 어드밴스 케어 플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분이 온라인 어드밴스
케어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단계별 설명서는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추가 툴, 비디오 및 정보를 탐색하거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 Voice Your Choice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와 모든 Voice Your Choice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 이웃 및 동료분들과 이러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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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 요청사항 무료 사전 지침을
다운로드
단계 1: 5 가지 요청사항 무료 사전 지침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드밴스 케어 플랜(사전 지침 또는 삶의 의지라고도 함)를 작성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양식의 문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Your Choice는 Five
Wishes와 제휴하여 한국어 등 6개의 언어로 된 양식 사본을 제공합니다. Your
Choice는 한국어로 된 Five Wishes 양식을 한정수량 구매하였으며, 선착순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https://fivewishes.org/five-wishes-vyc-korean 을 통하여 5가지 무료
요청사항 양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당 1개의 무료 다운로드로
제한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양식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https://fivewishes.org/five-wishes-vyc-korean 으로
이동하십시오. 아래에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2. “언어” 선택 메뉴에서 “한국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양식의 나머지를 작성한 후 “5 가지 요청사항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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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Five Wishes 사전 지침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하십시오.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를 이용해야
문서를 열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 양식을 첨부하여 Five Wishes 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단계에서 다운로드한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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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만약 무료 5 가지 요청사항 양식이 없다면,
https://fivewishes.org/shop/order/product/five-wishes-advance-directive
에서 하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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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작성하세요
단계 1: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 양식 검토 및

작성하세요
다운로드한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 양식은 “채우기 가능”한 PDF 입니다. 즉,
컴퓨터에 있는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 양식의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컴퓨터 상에서 사전 지침을 작성하거나, 인쇄하여 수기로 양식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마우스를 이용하여 밝은 파란색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양식을 작성한 후
여러분과 여러분의 증인이 서명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야합니다.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에는 양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한국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설명을 잘 읽어보신 후 각 요청사항에 대한 옵션을 읽어보십시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하길 원하는 주제와 의문점 뿐 아니라 어떤 주제라도
확실히 적으십시오.
다음 페이지에는 5 가지 요청사항을 작성해나가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일부
코멘트에는 메릴랜드 주의 어드밴스 케어 플랜 작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중요! 메릴랜드주에서는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이
자겨갖춘 두명의 증인이 서명을 해야지만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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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리인은 오직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여러분의
의료서비스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료적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여러분이 지시하길 요청하고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의료 대리인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어떠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사항 1 아래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 옆에 있는
확인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인쇄본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1 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선을 그어 지우십시오.

 요청사항 1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우선권들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글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하셔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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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2 의 여러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해야합니다. 3 개의 객관식 질문이
있으며, 세 가지 질문 각각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십시오.



컴퓨터로 양식을 작성할 때, 각각의 객관식 질문에 대한 요청사항 2 아래

동의한다는 문장 옆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인쇄본에 각 질문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2 에서 동의한다는 문장 옆에 있는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각
질문에는 한 개의 선택지만을 선택해야합니다.

 요청사항 2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우선권들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글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하셔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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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사항 3 아래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 옆에 있는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인쇄본에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3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선을 그어 지우십시오.


요청사항 3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우선권들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글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하셔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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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사항 4 아래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 옆에 있는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인쇄본에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4 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선을 그어 지우십시오.

 요청사항 4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우선권들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글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하셔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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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치료와 의료 서비스의 우선권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 요청사항 5 아래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 옆에 있는
확인란을 체크하십시오. 인쇄본에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5 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선을 그어 지우십시오.


요청사항 5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우선권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글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하셔야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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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의료진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검토한 후,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의 요청사항 및 설명을 의료 대리인이 되어 의료 서비스 우선권에 대해 따를 수
있도록 해줄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5 가지 요청사항의
지침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옵션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요청사항과 지침을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잠재으로
존재하는 의견 불일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정신적
상담가나 정신 건강 서포터들과 여러분의 우선권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 케어 플랜에 대한 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Voice Your Choice
웹사이트의 한국어 정보와 대화 가이드, 팁을 참조하십시오.

단계 3: 여러분의 5 가지 요청사항 사전지침을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의료 서비스 공급자 및 사랑하는 사람과 상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마무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또는 인쇄한 후 수기로 직접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 의료
대리인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한 내용들과 메모 내용들을 양식에 따라서
신중하게 작성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이 만족스럽다면 인쇄하여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고 다른 요구되는
정보들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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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두 명의 증인이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에 서명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완전한 법적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서명이 진짜 서명임을 증명해줄 두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증인들에게 5 가지
요청사항 양식에 있는 증인 진술서를 읽게 하시고 정해진 위치에 서명을
요청하십시오. 증인이 나열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사전 지침에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공증인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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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작성한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스캔 및 저장하세요
두 명의 증인이 작성된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에 서명하면, 해당 문서는 메릴랜드
주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급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문서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Voice Your Choice 온라인 플랫폼에 사전 지침을 업로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중요한 의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 툴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사전 지침을 업로드하려면 서명된 사전 지침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해야합니다. 스캔 후 문서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사전 지침의 사본을 의료 대리인, 주요 의료 서비스 공급자 및 귀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작성된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업로드하세요
단계 1: Voice Your Choice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먼저 웹 브라우저(예: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로 Voice Your

Choice 웹사이트인 www.VoiceYourChoice.org (아래 그림 참조)로 이동하십시오.
COMPLETE YOUR ADVANCE CARE PLAN 녹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 새
탭이 열리고 온라인 어드밴스 케어 플랜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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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계정을 등록하세요
Voice Your Choice는 무료 온라인 어드밴스 케어 플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MyDirectives와 협력합니다.
플랫폼이 로드되면 새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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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정을 만드십시오:
1. 성명을 입력하십시오
2.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3.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선택사항)
5. 달력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여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6. 대체하여 페이스북이나 애플 ID를 가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완료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6
1
3

2
4

5
7
이메일이 여러분에게 발송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인 메시지를 보시게 됩니다.

새로운 브라우저 탭을 열어서 이메일로 이동하십시오

*중요: 현재의 탭을 X로 끄거나 이메일에 글씨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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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열 때 info@mydirectives.com 에서 “Confirm your email address on

MyDirectives.” 란 제목으로 보낸 메일을 확인하십시오.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a) 잠시 기다린 후 편지함을 새로고침하십시오
b) 스팸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c) 이메일 확인 메시지와 함께 Voice Your Choice 탭으로 돌아가 I did not
receive the confirmation email(확인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파란색 텍스트를 클릭하십시오

c

확인 이메일을 열면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 파란색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 새
탭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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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면 다음 아래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 대문자, 소문자, 숫자 각 최소 1글자, 최소 총 6글자 이상으로 공백이 포함되지
않은 비밀번호를 만드십시오
2.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첫 번째와 일치하는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중요: 암호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면 회색 상자의 모든 텍스트 라인 옆에
녹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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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Important

1. 사용약관에 동의하면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2. 세부정보를 읽으려면 파란색 텍스트를 클릭하십시오
3. 저장 후 계속하기를 클릭하십시오.
1
2
3

단계 3: 작성된 5 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업로드하세요
1. 웹페이지의 맨 위로 스크롤 하고 내 대시보드를 클릭하십시오
2. 대시보드가 표시되면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a) 문서 추가하기, 또는
b) 페이지 오른쪽의 문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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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a

2
b
3. 내 문서 및 파일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웹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하기

3
20

4.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스캔 후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 및 업로드 하기 위하여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 파일로 이동하십시오.

a. 문서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 상자에 나타나는 선택한 파일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b. 열기를 클릭하십시오.

4a
4
b
5. 작성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의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업로드 완료를 위해
요청되는 정보들을 제공하십시오.

a. 문서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b. 드롭다운상자 클릭, “Five Wishes(5가지 요청사항)”을 선택하십시오
c. 두 명의 증인이 문서에 서명한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21

*중요: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업로드한 파일의 미리 보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그냥 요청되는 정보를 제공하러 이동하시고 페이지 하단의 “Continue(계속하기)”
를 클릭하십시오. 다음 단계의 지침에 따라 문서를 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5a

5c
5b
Documen
t Preview

6. 미리 보기 창에서 문서를 검토합니다.

a. 탐색 화살표를 사용하면 문서의 모든 페이지를 검토합니다. 단일
화살표 (“<” 및 “>”) 를 클릭하시면 문서가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중 화살표 (“<<” 및 “>>”) 를 클릭하시면 문서의 첫 페이지
또는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b. 전체 문서를 검토하여 올바른 문서를 업로드 하신건지 확인하십시오.

6a

Documen
t Preview

22

7. 업로드된 문서를 검토한 후:

a. 문서를 다른 문서로 바꾸려면, 교체하기를 누르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컴퓨터에서 다른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업로드한 문서가 만족스러우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계속하기.

7a
7
b

8.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로그아웃 할 수 있거나, 선택
단계에 따라 신분을 확인합니다.

a. 로그아웃 하려면 페이지의 맨 위로 이동한 후 로그아웃을 클릭합니다.
b.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가이드 뒷부분인 25 페이지의 옵션- 신원
확인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8a

단계 4: 업로드한 5 가지 요청사항 사전지침을 검토하고
교체하세요
계정에 로그인하여 업로드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언제든지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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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버전의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업로드
한 후 선택한 일부 옵션에 대해 생각이 바뀐 경우 위에서 설명한 단계에 따라 새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생성하여 이전에 업로드한 지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mydirectives.com 으로
이동하십시오.

a. 페이지 상단의 사용자 되돌리기를 클릭하십시오.
1

1a

2.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3. 로그인 한 후 웹페이지의 상단으로 스크롤합니다.

a. ”My Documents (내 문서)” 위에 마우스를 올리십시오.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b. 드롭다운 메뉴에서 “My Documents and Files(내 문서 및 파일)” 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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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3
b

4. 내 문서 및 파일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a. 업로드한 문서 섹션에 업로드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이
표시됩니다.

b. 업로드한 파일에 지정한 이름이 제목 아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c. “Edit(편집하기)”를 클릭하여 기존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확인합니다. 또한 “Delete(삭제하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삭제한 후
위의 설명에 따라 새로운 사전 지침을 업로드하여 새로운 사전 지침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Download(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로드된
문서의 사본을 저장하고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4a
4b
4c

5. 마지막 단계에서 “Edit(편집하기)” 를 클릭하면 업로드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불러와 볼 수 있습니다. 21 페이지 위의 ”작성된 다섯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 업로드하기” 섹션에 있는 지침에 따라 문서를 탐색하고 검토하십시오.

a. 문서에 만족하는 경우,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한 후 계속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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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새 버전의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을 작성한 경우, 교체하기를
클릭하면 새 버전을 업로드하고 기존 버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b
5a

옵션 - 신원 확인 단계
플랫폼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업로드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이름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단계 1: 로그인 후 내 대시보드로 이동하세요
1. 로그아웃한 경우, 22 페이지의 단계 4에 작성된 5가지 요청사항 사전 지침
업로드하기 섹션의 지침을 따라 계정에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2.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웹페이지의 상단부로 스크롤하여 “My Dashboard(내
대시보드)”를 클릭하십시오.

3. 내 대시보드 페이지가 로드되면 내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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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단계 2: 추가 식별 정보를 입력하세요
1. 상단 근처에 있는 식별 정보 섹션에서 요청하는 추가 식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성별
b. 주소
1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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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이 편한 만큼 다른 선택적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이 계정이 실제로 사용자의 계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습니다.

a. 집 전화 번호 (선택사항)
b. 휴대전화 번호 (선택사항)
c. 사회보장 번호 (선택사항)
d. 운전면허 (선택사항)
e. 사진 (선택사항)

2a
2b

2c
2d
2e

단계 3: 신원 확인 또는 신원 확인 거부
동일한 “My Account(내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신원 확인을 선택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원을 학인하기 위해 신원 확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a. 사회보장 번호
b. 휴대전화 번호
2. 신용카드로 유효성 확인을 전환하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에서 “이곳을
클릭” 링크를 클릭하여 사회보장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를 확인 하십시오.
28

3. 그 다음 신원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1

2
1a
1b
3

4. 신원 확인을 거부하려면:
a. 아래와 같이 “가짜” 사회보장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b. 신원 확인을 클릭하세요
c. 제공된 정보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원 확인 거부라는
새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4a
4
b
4c

d. 일단 거부하면 신원 확인 거부하였습니다 메시지 표시를 통해서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신원 확을 거부하였음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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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b

5. 제공할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스크린 아래쪽의 저장하기를 클릭하십시오.

6. 이제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계정에서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5

6

축하합니다!
어드밴스 케어 플랜 서류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제 의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경우, 가치와 우선권이 알려질 것입니다. 응급상황 시 플랜에 더욱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모든 치료 현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의사, 의료
대리인 및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5 가지 요청사항을 어디에 업로드하고 하드 카피해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플랜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당한 시간 간격(예:월별,
연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알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어드밴스 케어 플랜 툴과
리소스에 액세스 하려면, 커뮤니티 리소스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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