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2Doc

의사의 임종 관련 질문에
답하기

800.247.7421로 제공되는 상담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스피스, 완화치료, 효과적인 통증 및
증상 관리

»» 안락한 죽음을 위한 도움을 원하는 환자
의 요청에 대한 대응

»» 환자의 임종 관련 문제 및 사전 계획에 관
한 믿을 수 있는 정보

»» 임종 지원 – 정신적 능력이 있는 성인 말

기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때 삼킬 수 있
는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제
공되는 의료 서비스

»» 환자, 약사 및 가족과의 소통, 현행 임상
진료 지침, 임종 간호에 영향을 끼치는
특정 주법

여러분의 환자와의 관계는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간호를 받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Doc 2 Doc 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임종 옵션에
관해 물어보는 환자에게 의사가 비편파적인 정보와 시의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환자의 불치병과 불가피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 언제 물어보아야 하는지, 어떤
세부적 사항에 관해 의논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임종 옵션에
관한 의사의 소통은 각 환자의 간호 목표에 관한 지속적 대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자와 공유하는 지식은 환자가 다양한 치료 옵션의
효과와 부담을 저울질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적합한 치료
결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대화는 이상적으로는 병이 말기
단계에접어든 직후에 시작되어 병의 진행 과정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Doc 2 Doc은 임종 진료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의료 디렉터가 비밀로
유지되는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저희 Doc 2 Doc 의사들은 복잡한 임종 관련 결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도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800.247.7421

»» 적절한 지지간호를 포함한, 의도적 사망
을 위한 자발적식음중단(VSED)의 시행

»» 생명 유지 치료 중단 관련 문의에 대한
»»

대응

환자 본인이 통제하는 사망을 위한
안전장치 및 최선의 의료

Doc 2 Doc은 임종 시의 진료를
개선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의
선도자인 Compassion & Choices의
프로그램입니다. 첨단 보건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편안하고 존엄성 있게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저희는 30 여 년간 개인과 그 가족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