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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소개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정보 

 
 

보호자는 병원과 의료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직원들과 
접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를 보살피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여러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절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 보아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본 정보지는 해당 의료진을 소개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환자 간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의료진 모두가 모이는 관계자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관계자 회의는 수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의사가 보호자를 위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병원 소속 전문의나 방문 의료진/자문인  
(Staff Specialist or Visiting Medical Officer (VMO)/Consultant) 
환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전문의의 보살핌 아래서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 소속 전문의는 후배 
의사들의 일상 의료 활동을 위해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전문의는 보통 회진을 할 때만 병동에 올 
것입니다. 전문의와 면담을 하려면 후배 의사들에게 방문이나 회의 주선을 요청하십시오 (지정된 
보호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 수련의 (Registrar) 
전문의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의사들을 전문의 수련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환자의 일상적인 
치료를 감독하고, 병원 소속 전문의와 다른 의료진과의 협의를 통해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립니다.  

전문의 수련의들은 거의 항상 병원에 있습니다. 진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전문의 수련의들은 3-6 개월마다 담당 구역을 바꾸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전문의 수련의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와 인턴 

인턴 (Interns)은 학부 교육을 마친 병원 근무 일년 차 의사입니다.   

레지던트 (Residents)는 병원 근무를 적어도 1 년 이상 한 의사입니다. 레지던트가 정보를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레지던트 의사들은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3 개월 마다 
담당 구역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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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 
 
각 병동의 관리는 수간호사 (Nurse-in-Charge)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병동 
간호사들이 도울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제기하고 싶은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병동 책임 
수간호사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동 간호사들은 대학 학위를 취득한 공인 간호사  (Registered Nurse 
(RN))이거나 자격증 과정을 마친 등록 간호사 (Enrolled Nurse)입니다. 임상 간호 교육관 
(Clinical Nurse Educators (CNEs))이 이들과 함께 간호에 참여하면서 추가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상 전문 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s (CNS))나 임상 자문 간호사 (Clinical 
Nurse Consultants (CNC))들은 중환자 간호나 고령자 간호, 암환자 간호와 같은 특정 분야 
전문 간호사들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기타 의료 직원 

환자 대표 

병원 이용 중이나 퇴원 후 병원의 보건 서비스에 대해 우려나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감사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환자 대표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려 사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병원에서 환자 대표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병원 목사 

병원 목사는 환자가 위독하거나 걱정 근심, 어려움, 슬픔, 상실, 죽음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을 제공합니다. 직원이 병원 목사 면담을 주선해 드립니다.  

통역사 

병원 내에서 통역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낙상 방지 – 환자에게 의식 장애가 있으면 구역 담당 간호사 (Nurse Unit Manager (NUM))나 
공인 간호사 (Registered Nurse (RN))에게 알려 주십시오. 간호사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고, 보호자에게도 해당 조치를 알려 줄 것입니다. 구역 담당 간호사나 
공인 간호사에게 낙상과 섬망에 관한 한국어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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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건 직원 
 

사회 복지사 (Social Workers)는 환자와 가족에게 지원과 상담,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한 정보나 지원을 주선해 줍니다.    

직업 요법사 (Occupational Therapist (OTs))는 환자가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일 
(예: 샤워하기)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직업 요법사는 환자가 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줌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주택 개조나 장비 지원도 주선해 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Physio))는 수술 후 환자나 장기 질환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동성과 힘을 키우도록 교육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이동을 위해 어떤 보조 장치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퇴원 후 치료를 위해 진료소 예약을 주선해 줍니다.  

언어 병리학자 (Speech Pathologists)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관리 
계획을 마련해 줍니다. 수술이나 질병, 뇌 손상 등은 음식을 먹거나 씹는 것과 같은 물리적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사 (Dietitians)는 환자에게 알맞은 식단을 제공하여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영양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영양사는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언어 병리학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움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보호자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잘 먹지 못해 걱정이 되는 경우 영양사나 공인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노인 간호 서비스팀 (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은 재택 간호나 위탁 간호, 
지역사회 간호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고령 환자들을 평가하여 환자의 이용성, 필요한 간호 정도를 
판단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원 옵션을 알려 줍니다. 양로원 입소 동의는 항상 환자와 
가족/보호자와 논의합니다.  

약사 (Pharmacists) 
약사는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약의 처방을 재검토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약사와 의사에게 복용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과 보조 식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빨간색 
책자를 이용하시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의약품 가방은 각 병원의 로비 층에 위치한 매점에서 Pink Ladies 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Northern Sydney Carer Support Service 
전화  9462 9488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보호자들을 위해 정보와 자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호자를 위한 정보 웹사이트 
                   www.nscarersupport.com.au 

행사 일지에 교육 주제를 포함한 지역 내 교육 행사와 기타 보호자를 위한 행사 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