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king questions can help – Korean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친구 혹은 보호자를 위한 자료 
의료 및 간호 직원이 여러분의 혈육/ 친구가 임종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그저 ‘숨을 좀 돌리고’ 싶고 무엇을 물어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본 질문 목록의 목적은 혈육/

친구의 질병 및 치료 옵션에 관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질문들이 제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각 제목 아래의 질문이 전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혈육/친구가 없는 곳에서나 또는 그들 앞에서는 대화하고 싶지 않은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보신 다음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읽을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제안합니다. 

가족/케어 제공자가 물어봄직한 질문 

임종 전 예상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앞으로 며칠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나요? 

혈육/친구에게서 어떤 변화를 보게 되나요? 

혈육/친구가 많이 먹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혈육/친구가 더 많이 먹거나 마시면, 더 오래 살게 되나요? 

혈육/친구가 혼수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혈육/친구가 혼수상태에 들어가게 되나요? 

혈육/친구가 임종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메모:

의사소통

혈육/친구가 입원할 때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다른 가족들에게 언제 연락해야 하나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당신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혈육/친구가 받고 있는 케어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경우 누구와 대화할 수 있나요? 

의료 전문인이 혈육/친구의 성격/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대화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제가 케어하는 사람이 ‘내가 죽는 거야?’라고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혈육/친구가 언제 임종의 시간을 맞이할 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사의 병실 회진 시간은 언제인가요? 

메모:

임종 전 수일간 집에서 케어하기

제가 집에서 케어를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혈육/친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이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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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혈육/친구가 임종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혈육/친구의 임종 후에 가족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메모:

기타 질문/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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