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 

POLST 양식의 일부분 

POLST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LST의 정의 

POLST는 'Portable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POLST, 연명의료계획서)'라고 하는 

양식의 영어 약어입니다. 

POLST를 사용하면 몸이 많이 아플 경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의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1에 전화를 걸거나 응급실에 가게 될 경우 담당자들이 거기 명시된 지시를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가족에게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하고 병원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아픈 경우에는 생명 유지 

장치 없이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POLST의 목적 

❖ 환자가 많이 아프거나 많이 허약해진 경우, 원하는 치료 유형이나 원하지 않는 치료

유형을 알려줍니다.

❖ 환자는 응급 상황일 때 받는 치료에 대해 발언권이 있습니다.

❖ 환자가 원하는 치료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말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치료를 진행해야 할지

안내합니다.

POLST 필요 여부 

작성 여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의사, 의료 기관 

또는 의료 시스템도 여러분에게 POLST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는 POLST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의, 보조 의사는 영어로 POLST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오리건주 POLST 프로그램 oregonpolst.org 

POLST가 필요한 대상 

POLST는 중증 심장병이나 암 전이 등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치료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허약한 

고령자를 위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중환자실(ICU)에 

입원하거나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POLST는 자동차 사고처럼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이미 많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POLST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증 

질환으로 호흡이 멈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POLST 작성 방법 

의사에게 POLST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동의한다면,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작성하고 나면 의사가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치 

POLS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oregonpolst.org/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웹 사이트에서 영어로 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희망하는 치료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예약 일정을 잡아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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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HSU Center for Ethics & Oregon POLST Coalition.  All rights reserved.

3.1.2023 POLST Factsheet -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