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to consider when your family member or friend has expressed a wish 
to go home from hospital to die at home – Korean

가족이나 친구가 집에서 임종을 맞으려고 퇴원하여 
집으로 가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본 정보는 가족이나 친구가 집에서 수일 혹은 수주일 간 

머물다 임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병원에서 집 (거주지 

고령자 케어 시설 포함)으로 데려가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 

최적의 케어 장소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저 말고 의료 서비스 팀이나 지역사회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케어해 줄 수 있는가?

임종을 수일 혹은 수주일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케어를 

제공하려면 보통 두 사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케어의 

대부분을 가족이나 친구가 제공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개인적 

케어를 돕기 위해 보통 몇 사람이 필요한지를 직원이 

알려줄 것입니다. 

누가 개인적 케어 및 간호 케어를 제공할 
것인가?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사회복지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장비: 어떤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그 장비가 

얼마나 빨리 배달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작업 

요법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도 그들이 알려줄 것입니다. 물품 중에 병원 침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의약품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주사 

약물이 준비됩니다. 의약품에 관한 지시사항을 소지해서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의약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임종 전 수일간 당사자는 

삼키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경우에 혹은 통증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하면 

약간의 약에 의존할 것입니다. 

GP: 집에서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P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망 후 GP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집에서 임종 후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숙지하길 원할 경우 

당사자가 임종한 것을 아는 방법 

임종하였으면 당사자의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 박동이나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수는 있으나, 동공이 크고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을 살짝 벌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광과 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고 

입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상된 임종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혈육이나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경우 

그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밤에 임종한 경우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도 되고, 그들에게 즉시 

전화하길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사망 후 추가적인 케어 및 고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의사가 사망 원인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권한을 가진 

간호사 또는 의료종사자가 ‘사망 확인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는 고인이 사망한 것을 확증하고, 48시간 내에 

의사로 하여금 사망 원인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망의 원인을 아는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으면, 장례 절차를 안내할 장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검시관 사안

검시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특정 사망이 있습니다. 집에서 

맞이한 예상된 임종의 경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Last Days
of Life

메모

언제라도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여기에 적어서  
해당 병동의 담당 의사 및/혹은 간호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cknowledgment: Adapted from University Hospitals of Leicester, NHS Trust, UK; 
About the process of dying, Palliative Care, Victoria;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Family/Carer Information for End of Life Care information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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