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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이 양식을 통해 귀하는 심한 병에 걸렸을경우 어떤것을 
원하는지를 사전에 결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This form lets you have a say about how you want to be treated if you get very sick.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Go to the next page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이 양식은 3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분엔 귀하께서: 
This form has 3 parts. It lets you:

1 부: 건강 관리 대리인 선택하십시오.
Part 1: Choose a health care agent.

건강 관리 대리인은 만약 귀하께서 너무 위독하여 자신에 
대한 결정을 직접 못할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관리에 
관한 결정을 해드립니다.
A health care agent is a person who can make medical decisions for you if you are too sick to 
make them yourself.

2 부: 자신의 건강 관리 결정을 직접하십시오.
Part 2: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이 양식은 귀하께서 원하는 건강 관리 종류를 직접 선택하게 
해줍니다. 이는 귀하께서 너무 위독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 돌보는 사람이 추측하지않고 귀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This form lets you choose the kind of health care you want. This way, those who care for you will 
not have to guess what you want if you are too sick to tell them yourself.

3 부: 양식에 서명을 하십시오. 
Part 3: Sign the form.

서명이 있어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
It must be signed before it can be used.

1부 또는 2부를 작성하거나, 둘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fill out Part 1, Part 2, or both. 

귀하께서 원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3부에 서명하는것을 잊지마십시오.
10 페이지에 증인 2 명이 서명을 하거나 11페이지에 공증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Fill out only the parts you want. Always sign the form in Part 3. 2 witnesses need to sign on page 10 or a notary public on page 11.

귀하의 이름: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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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작성한후 어떻게 해야합니까? 
What do I do with the form after I fill it out?

귀하를 돌보는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Share the form with those who care for you:

•  의사 doctors •  가족 및 친구들 family & friends

• 간호사들 nurses •  건강 관리 대리인 health care agent

•  사회 복지사 social workers

 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What if I change my mind?

•  새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Fill out a new form.

•   귀하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십시오.  Tell those 
who care for you about your changes.

•   건강 관리 대리인 및 의사에게 새 양식을 전해주십시오. 
 Give the new form to your health care agent and doctor.

 양식에대해 의문점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What if I have questions about the form?

•  양식을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건강 관리 대리인, 가족 또는 친구에게 
가져가 문의하십시오.
Bring it to your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health care agent, family or friends to answer your questions.

  이 양식에 없는 건강 관리 선택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What if I want to make health care choices that are not on this form?

• 귀하의 선택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Write your choices on a piece of paper.

•  이 양식과 선택이 적힌 종이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Keep the paper with this form.

• 귀하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알려주십시오.
Share your choices with those who care for you.

  캘리포니아 의료 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만약 건강 관리 대리인만을 원하면 3페이지에 있는1부를 작성하십시오.  
If you only want a health care agent, go to Part 1 on page 3.

만약 직접 건강 관리 선택을 작성하기 만을 원하면 6 페이지에 있는 2부를 작성하십시오.  
If you only want to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go to Part 2 on page 6.

두가지를 다 원하시면 1부 와 2부를 작성하십시오.
If you want both, then fill out Part 1 and Part 2.

9 페이지에 있는 3부에 서명하는것을 잊지마십시오.
Always sign the form in Part 3 on page 9.

10 페이지에 증인 2 명이 서명 또는 11페이지에 공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2 witnesses need to sign on page 10 or a notary public on page 11.  

만약 건강 관리 대리인만을 원하면 3페이지에 있는1부를 작성하십시오.  
If you only want a health care agent go to Part 1 on page 3. 

만약 귀하께서 직접 건강 관리 선택을 작성하기 원하시면 6페이지에 있는 2부를 작성하십시오.  
 If you only want to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go to Part 2 on page 6. 

두가지를 다 원하시면 1부 및 2부를 작성하십시오. 9페이지에 있는 3부에 서명하는것을 잊지마십시오. 
If you want both then fill out Part 1 and Part 2. Always sign the form in Part 3 on page 9.

10 페이지에 증인 2 명이 서명을 하거나 11페이지에 공증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2 witnesses need to sign on page 10 or a notary public on p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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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건강 관리 대리인을 선택하십시오

    내 대리인으로 누굴 선택할 수 있습니까? 
Whom should I choose to be my health care agent? 

아래 조건에 맞는 가족 또는 친구: 
A family member or friend who:

•  적어도 만18세 이어야 함
is at least 18 years old

•  귀하를 잘 알아야함
knows you well 

•  귀하께서 필요할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can be there for you when you need them

•  귀하를 위해 최선을 선택할 사람
you trust to do what is best for you

•   이 양식에 적힌 귀하의 결정을 귀하의 의사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can tell your doctors about the decisions you made on this form

대리인은, 그들이 귀하의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의사 또는 귀하께서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안됩니다.
Your agent cannot be your doctor or someone who works at your hospital or clinic, unless he/she is a family member.

    만약 건강 관리 대리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What will happen if I do not choose a health care agent?

귀하께서 위독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할때, 의사는 
귀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결정을 하도록 부탁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대리인으로 원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면, 

그사람의 이름을 이 양식에 적어야 합니다.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What kind of decisions can my health care agent make? 

아래의 것들에 동의, 거절, 변경, 중단 또는 선정: 
Agree to, say no to, change, stop or choose:

•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  병원 또는 클리닉  hospitals or clinics

•  약물, 검사 또는 치료  medications, tests, or treatments

•   귀하께서 사망한뒤 귀하의 주검과 장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결정  what happens to your body and organs after you die

대리인은 2부에 귀하께서 선택하신 의료관리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Your agent will need to follow the health care choices you make in Part 2.

만약 귀하께서 위독하여 의료에 관한 결정을 못할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해줄 대리인. 

The person who can make medical decisions for you if you are too sick to make them yourself.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Go to the next page

PART 1 Choose your health care agent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If you are too sick to make your own decisions, your doctors will 
ask your closest family members to make decisions for you.

If you want your agent to be someone other than 
family, you must write his or her name on this form.



   생명 유지를 위한 시술 생명 지연을 돕기위한 의료 관리
Life support treatments – medical care to try to help you live longer

 • CPR 또는 심폐 소생술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카디오 (cardio) = 심장  •  퍼모내리 (pulmonary) = 폐  •  리서시테이션 (resuscitation) = 소생 

(heart)                                             (lungs)                                                       (to bring back)

아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This may involve:

 –  가슴을 힘있게 눌러 혈액 순환을 유지하기  
pressing hard on your chest to keep your blood pumping

 –  전기로 충격을 주어 심장을 다시 시작하기 
electrical shocks to jump start your heart

 – 혈관에 약 투입하기  medicine in your veins

• 호흡 기계 또는 인공 호흡기 Breathing machine or ventilator

기계가 공기를 폐에 불어넣어 호흡을 대신해줍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The machine pumps air into your lungs and breathes for you. You are not able to talk when on the machine.

• 투석 Dialysis

만약 귀하의 간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기계가 대신 혈액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A machine that cleans your blood if your kidneys stop working.

• 식사 공급 튜브 Feeding tube

만약 귀하께서 삼키지 못한다면 튜브를 이용하여 식사를 
공급합니다. 튜브는 목을 지나 위장에 넣어 집니다. 수술을 통해 
넣어질 수도 있습니다.
A tube used to feed you if you cannot swallow. The tube is placed down your throat into your stomach. It 
can also be placed by surgery.

• 수혈  Blood transfusions

혈관에 혈액을 투입합니다.  To put blood in your veins.

• 수술  Surgery

• 약물  Medicine

 임종이 가까울때의 관리 귀하께서 임종이 가까워졌을 경우 대리인은: 
End of life care – if you might die soon your health care agent can:

–  귀하의 종교 지도자에게 연락  call in a spiritual leader

–  귀하께서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임종하실지를 결정  
decide if you die at home or in the hospital

4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다른 결정:
 Other decisions your agent can make: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Go to the next page

건강 관리 대리인을 선정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hoose your health care agent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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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 관리 대리인 Your Health Care Agent

  대리인이 나의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는것을 원합니다. 
I want this person to make my medical decisions

이름 (first name) 성  (last name)

주소 (street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집 전화 직장 전화 
(home phone number)  (work phone number)

  만약 첫번째 대리인이 못한다면, 아래사람이 내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는것을 원합니다.

 
이름 (first name) 성  (last name)

주소 (street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집 전화 직장 전화  
(home phone number)  (work phone number)

 귀하께서 동의하는 문장에 X로 표시하십시오.
Put an X next to the sentence you agree with.

o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은 내가 이 양식을 싸인한 후 바로 내 대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My health care agent can make decisions for me right after I sign this form.

o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된 순간부터 내 대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관리 선택을 이 양식에 적으십시오. 귀하는 대리인이 어떻게 이 선택들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귀하께서 가장 많이 동의하는 문장 하나 옆에 X로 표시하십시오. 
You may write down your health care choices on this form. How do you want your health care agent to follow these choices? 
Put an X next to the one sentence you most agree with.

o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이 내 의사와 협력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것을 원합니다. 내 대리인이 이 
양식에 적혀있는 나의 건강 관리 선택을 일반 지침으로 삼고 따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I want my health care agent to work with my doctors and to use her/his best judgment. It is OK for my agent to follow my health 
care choices on this form as a general guide.

내 선택을 일반 지침으로 삼고 따라하는 것을 허용하나, 아래 선택이 변경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o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이 이 양식에 적힌 나의 건강 관리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길 원합니다 . 
내 의사들이 나의 선택이 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해도, 내 대리인이 나의 
선택을 변경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If the first person cannot do it, then I want this person to make my medical decisions.

My health care agent will make decisions for me only after I cannot make my own decisions.

1부: 관리 대리인 선택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Part 1: Choose your health care agent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Even though it is OK to follow my choices as a general guide, there are some choices I do not want changed:

I want my health care agent to follow my health care choices on this form exactly. I never want my agent to change my choices, even if the 
doctors think this is not good for me.

스스로 자신의 건강 관리 선택을 원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부로 가십시오.
To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go to Part 2 on the next page.

이 양식에 서명하려면 9 페이지에 있는 3부로 가십시오.
To sign this form, go to Part 3 on p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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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스스로 건강 관리 선택하기 

만약 귀하께서 아프다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귀하를  
통증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If you are sick, your doctors and nurses will always try to keep you comfortable and free from pain.

    귀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Think about what makes your life worth living.

o	 아래의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가치가 있다:
My life is only worth living if I can:

귀하께서 가장 동의하는 모든 문장에 X로 표시하십시오.
Put an X next to all the sentences you agree with.

m	 가족 또는 친구들과 대화  talk to family or friends

m	 혼수 상태에서 깨어남  wake up from a coma

m	 스스로 식사하고, 목욕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슴 feed, bathe, or take care of myself

m	 통증에서 벗어남  be free from pain

m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슴  live without being hooked up to machines

m	 잘 모르겠슴  I am not sure

o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 상관없이, 나는 삶의 가치를 항상 느낀다.
My life is always worth living no matter how sick I am.

  내게 임종이 가까운 경우, 아래 표시한 장소에 있는것이 내게 중요합니다:
If I am dying, it is important for me to be:

o	 집에서 o	 병원에서 o	잘 모르겠슴 
  at home  in the hospital  I am not sure

  종교나 영성이 귀하께 중요합니까? 
Is religion or spirituality important to you?

o	 아니오 o	네 만약 있다면,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no yes If you have one, what is your religion? 

  귀하의 종교나 영성에 대하여 의사가 알아야 할것은 무엇입니까?
What should your doctors know about your religion or spirituality?

하를 돌보는 이들이 추측을 하지 않도록 귀하의 선택을 적으십시오. 
Write down your choices so those who care for you will not have to guess. 

PART 2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Go to the next page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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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내가 너무 아파서 임종이 가깝다면: 
If I am so sick that I may die soon:

o		  내 의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 유지 치료를 원합니다.
Try all life support treatments that my doctors think might help. 

만약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아질 희망이 조금있다면, 생명 
유지 기계에 의지하고 십습니다.
If the treatments do not work and there is little hope of getting better, I want to stay on life support machines.

o		  내 의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 유지 치료를 원합니다.
Try all life support treatments that my doctors think might help. 

만약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아질 희망이 조금밖에 없다면, 생명 
유지 기계에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If the treatments do not work and there is little hope of getting better, I do not want to stay on life support machines.

o		  아래에 있는 치료를 제외하고, 내 의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 유지 치료를 
원합니다.
Try all life support treatments that my doctors think might help but not these treatments.

원하지 않는 것에 표시하십시오.
Mark what you do not want.

m	 심폐	소생술  CPR   m	 영양 공급 튜브  feeding tube

m	 투석 dialysis   m	 수혈  blood transfusion

m	 인공 호흡기  breathing machine   m	 약물  medicine

m	 다른 치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 treatments

o			나는 어떤 생명 유지 치료도 원하지 않습니다.
I do not want any life support treatments.

o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이 결정하길 원합니다.
I want my health care agent to decide for me.

o	 잘 모르겠습니다.
I am not sure.

귀하께서 가장 동의하는 문장 하나에 X로 표시하십시오. 

이 페이지 전체를 읽은 후 귀하의 선택을 표시하십시오.

페이지로 가십시오
Go to the next page

2부: 스스로 건강 관리 선택을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Part 2: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생명 유지 치료는 귀하를 삶을 유지하는데 쓰입니다. 이는 심폐 소생술, 
인공 호흡기, 영양 공급 튜브, 투석, 수혈 또는 약물들이 포함됩니다.
Life support treatments are used to try to keep you alive. These can be CPR, a breathing machine, feeding tubes, dialysis, blood transfusions, or medicine.

Put an X next to the one 
choice you most agree with. 
Please read this whole page 
before you make your choice.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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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가장 동의하는 한가지 사항옆에 X로 표시 하십시오. 
Put an X next to the one choice you most agree with. 

양식에 서명을 위해 다음 페이지에 있는 3부로 가십시오
Go to Part 3 on the next page to sign this form

의사는 귀하가 사망후 장기 기증 및 부검에 대하여 문의할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는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Donating (giving) your organs can help save lives.

o			 내 장기를 기증하기 원합니다. 
I want to donate my organs.

어느 장기를 기증하기 원하십니까?
Which organs do you want to donate?

m	 어느 장기든 상관없슴  any organ

m	 단지 onl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만

o			 나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I do not want to donate my organs.

o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이 결정하길 원합니다.
I want my health care agent to decide.

o			 잘 모르겠습니다.
I am not sure.

     부검은 사망후 그 사람이 어떻게해서 죽었는지를 파악하기위해 하는 검사입니다. 
An autopsy can be done after death to find out why someone died.

이것은 수술로 이루어 집니다. 몇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It is done by surgery. It can take a few days.

o			 나는 부검을 원합니다.
I want an autopsy.

o			 나는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I do not want an autopsy.

o			 만약 내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면 나는 부검을 원합니다.
I want an autopsy if there are questions about my death.

o			 나는 내 건강 관리 대리인이 결정하길 원합니다.
I want my health care agent to decide.

o			 잘 모르겠습니다.
I am not sure.

    귀하께서 사망후 귀하께서 원하는 주검 처리에 대하여 의사가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까?
What should your doctors know about how you want your body to be treated after you die?

Your doctors may ask about organ donation and autopsy 
after you die. Please tell us your wishes.

2부: 스스로 건강 관리 선택을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Part 2: Make your own health care choices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이 양식을 사용하기전, 귀하는:
Before this form can be used, you must:

• 양식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Sign this form.

• 두명의 증인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Have two witnesses sign the form.

만약 증인이 없다면, 공증인이 11페이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귀하께서 
서명을 하는것인지 확인합니다.
If you do not have witnesses, a notary public must sign on page 11. A notary public’s job is to make sure it is you signing the form.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으십시오.  Sign your name and write the date. 

서명하십시오 (sign your name)     날짜 (date)

귀하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first name) 귀하의 성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last name)

주소 (street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 번호 (zip code)

    귀하의 증인은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Your witnesses must:

•  만 18세 이상의 성인  be over 18 years of age

•  귀하를 아는사람  know you

• 귀하께서 이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본 사람  see you sign this form

    귀하의 증인은 아래 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Your witnesses cannot:

•  귀하의 건강 관리 대리인  be your health care agent

•  귀하의 의료 제공자  be your health care provider

•  귀하의 의료 제공자의 직원  work for your health care provider

•   귀하께서 거주하는 곳의 직원 (양로원에 거주하신다면 12 페이지로 가십시오)  

work at the place that you live (if you live in a nursing home go to page 12)

     또한, 증인중 한사람이라도 아래 조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Also, one witness cannot:

•  가족 또는 친척 관계가 아니어야 함  be related to you in any way

•   귀하께서 사망한후 재정적 혜택(재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아니어야 함  
benefit financially (get any money or property) after you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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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양식 서명 

/         /

PART 3 Sign the form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증인들은 다음 페이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Witnesses need to sign their names on the next page.

만약 증인할 사람이 없다면, 공증인에게 가져가 11 페이지에 서명하게 하십시오.
If you do not have witnesses,  take this form to a notary public and have them sign on  page 11.



증인들에게 서명을 하고 날짜를 적게 하십시오 
Have your witnesses sign their names and write the date

이 양식 작성을 마치셨습니다.
You are now done with this form.

이 양식을 귀하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친구, 
가족 및 건강 관리 대리인과 나누십시오.
Share this form with your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friends, family, and health care agent.

귀하의 선택에 대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Talk with them about your choices.

서명을 함으로서, 나는 __________________  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양식을 서명한 것을 

본것을 맹세합니다. By signing, I promise that __________________ signed this form while I watched.

그/그녀는 제 정신이었고 서명을 하라고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He/she was thinking clearly and was not forced to sign it.

나는 또 다음을 맹세합니다:  I also promise that: 

•  내가 이 사람을 알거나 이 사람은 본인이 누군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I know him/her or this person could prove who he/she was

• 나는 만 18세 또는 이상입니다  I am 18 years or older

• 나는 이 사람의 건강 관리 대리인이 아닙니다  I am not his/her health care agent

• 나는 그/그녀의 의료 제공자가 아닙니다  I am not his/her health care provider

• 나는 그/그녀의 의료 제공자의 직원이 아닙니다  I do not work for his/her health care provider

• 나는 그/그녀의 거주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I do not work where he/she lives 
증인 한사람은 또한 아래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합니다: One witness must also promise that:

•  나는 그/그녀와 피가 섞이거나, 결혼 또는 입양을 통한 가족이 아닙니다 
I am not related to him/her by blood, marriage, or adoption

•  나는 그/그녀가 사망한뒤 제정적 혜택(제산 상속)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I will not benefit financially (get any money or property) after he/she 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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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1 번  Witness #1

서명 (sign your name) 날짜 (date)

이름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first name) 성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last name)

주소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 번호 (zip code)

    증인2 번  Witness #2

서명 (sign your name)  날짜 (date)

이름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first name) 성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last name) 

주소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 번호 (zip code)

/         /

/         /

 
(이름)

(name)

3 부: 서명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Part 3: Sign the form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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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만약 두명의 증인이 이 양식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이 양식을  

공증인에게만 가져가십시오.
Take this form to a notary public only if two witnesses have not signed this form.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십시오 (운전 면허증, 여권등.)  
Bring photo I.D. (driver’s license, passport, etc.)

Notary Public

이 양식 작성을 마치셨습니다.
You are now done with this form. 
이 양식을 귀하의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친구, 가족 및 건강 관리 대리인과 나누십시오.
Share this form with your doctors, nurses, social workers, friends, family, and health care agent.

귀하의 선택에 대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Talk with them about your choices.

3 부: 서명 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Part 3: Sign the form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현재 요양원에 거주하는경우에만 요양원 책임자에게 이 양식을 전해 주십시오.
Give this form to your nursing home director only if you live in a nursing home.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요양원 거주자는 요양원 옴부즈맨이 사전지시 증인이 
되는것을 요구합니다.
California law requires nursing home residents to have the nursing home ombudsman as a witness of advance directives.

 서명하십시오 (sign your name)     날짜 (date)

 
 이름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first name)   성을 적으십시오 (print your last name)

 주소 (address) 시 (city) 주 (state) 우편 번호 (zip code)

캘리포니아 요양원 거주자만을 위한 부분 
For California Nursing Home Resident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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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ed by Rebecca Sudore, MD & Mahat Papartassee for the San Francisc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이 작업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License 하의 허가되었습니다. 
허가서를 보기 원하시면,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 를 방문하시거나 
Creative Commons, 559 Nathan Abbott Way, Stanford, California 94305, USA 로 편지 하시기 바랍니다.

This work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 or send a letter to Creative Commons, 559 Nathan Abbott Way, Stanford, California 94305, USA.

Revised 1/18/2010

환자 대변인 또는 옴부즈맨의 선언 
STATEMENT OF THE PATIENT ADVOCATE OR OMBUDSMAN

“나는 주 노화 국무부에서 지정된 환자 대변인 또는 옴부즈맨이며  

유언 검인법 섹션 4675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증인으로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위증시 처벌에 따를것을 선언합니다.”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California that I am a patient advocate or ombudsman as designated by 

the State Department of Aging and that I am serving as a witness as required by Section 4675 of the Probate Code.”

 캘리포니아 의료관리 사전 지시서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