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관리요원이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들의 건강관리요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거나 혹은 

이를 고려해보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누군가의 의료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반적인 질문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관리요원은 무엇입니까(건강관리대리라고도 함)?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건강관리요원 역할을 수락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옹호자 역할을 할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대부분의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으로서 치료 또는 진료와 관련된 의료 비용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결정을 내려야 하나요? 

두 명의 의사가 그들의 건강관리요원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더 이상 그들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진료 계획이나 대리인 선임 권한이 있는 경우 의료 제공자가 직접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함께, 여러분은 그 사람의 희망에 대해 토론하고 의료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의료에 대한 그들의 희망과 선호에 대해 그 사람과 여러 번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믿음, 치료법, 그리고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진료 계획의 일부로 

그들의 희망과 선호 사항을 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 머물면서 보살핌을 받고 싶은 어떤 영적 또는 종교적인 믿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양공급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 이 사전 관리 계획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계획 사본 또는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고 이후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하도록 요청하세요. 

 

의료 기관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가능성 있는 일들과 결정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화 

안내와 서면 안내를 받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료 대리인을 문서화하고 싶으십니까? 건강관리요원과 의료 서비스 희망 사항을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웹 사이트의 "온라인 사전돌봄계획 작성 방법"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