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돌봄계획 vs. 메릴랜드 MOLST
사전돌봄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며, 연령이나 현재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개인이 자신의 선호도와 가치에
부합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전돌봄계획을 통해 개인에게 의료 응급 상황 발생 전에 자신의 의료
선호도를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 선호도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문서를 알려고 할 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Voice Your Choice 는 사전돌봄계획과 메릴랜드 MOLST 간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전돌봄계획 (생전유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료 긴급 상황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어떤 유형의 치료를 원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또한 의료
에이전트(자신을 대변할 수 없을 때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 인은
사전돌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MOLST: MOLST 는 개인이 응급 의료 시 원하는 특정 의료 치료를 위한 의료 명령입니다. MOLST 양식은

심각한 질병이나 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전돌봄계획

메릴랜드 MOLST

필요한 사람

18 세 이상 성인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위험에 처한 사
람들은 치매에 걸리거나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MOLST 는 요양원, 보조 생활 시설, 호스피스, 신장 투석 센
터, 일부 입원 환자 및 가정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에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가

일반 소망

심폐소생술(CPR) 및 인공 영양 및 투석 같은 기타 생명 유지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명령입니다.

법률 문서

모든 환경에서 따라야 하는 의료 명령

네

아니요

누가 작성하는가

개인

의료 제공자(의사, 간호사, 의료 보조원)

건강 에이전트
변경 또는
무효화 가능
비상 인력/
EMS 가 있어야
하는 여부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개인이 서류를 보관합니다; 온라인
계획이 VYC 를 통해 만들어지고 CRISP
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본을 얻고 사본을 의료 차트에 넣습니다. 실제 사
본은 퇴원 시 또는 요양 시설(요양원 등) 간에 이송 시 환자
와 함께 이동합니다.

문서
유형
의료
에이전트
지정

접근성

사전돌봄계획과 MOLST 는 호환됩니다. MOLST 는 사전돌봄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사전돌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은 MOLST 를 고려해야 합니다. Voice Your Choice 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와 MOLST 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돌봄계획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국가 POLST 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