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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에 대한 정보 

다음 정보는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와 귀하의 관련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법적 조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가 이미 있는 경우, 개별 서비스 제공자(IP)에게 해당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에 대해 통지하는 것은 귀하 또는 공인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를 
변경하는 경우, IP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가 있고 이를 의료 기록에 
문서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CDWA 팀에 연락하십시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란 무엇입니까? 

•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원하는 의학적 
치료의 유형에 대한 귀하의 선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면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에는 정리 의향서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영구 위임장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내 권리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귀하의 건강 관리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 지침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학적 또는 외과적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귀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가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귀하가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통해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리 지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귀하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는 귀하의 희망 사항을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를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랑하는 사람, 가족 및 귀하의 치료에 관여할 다른 사람들과 사본을 공유하고 
상의하십시오. 귀하의 모든 담당 의사에게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를 의료 기록에 넣어 
두도록 요청하십시오.  

 
사전 의료 결정 지시서에 대한 Consumer Direct Care Network Washington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보고를 받은 CDWA는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서화합니다.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의 사본을 당사에 제공하면 귀하의 파일에 보관할 것입니다. 당사의 정책은 
주법 및 연방법의 범위 내에서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CDWA는 
사전 의료 결정 지침서에 관하여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