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PN (HSPI) 100526

환자 의견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가능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개선 
방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응급실의‘수간호사 (Nurse In Charge)’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 조언과 정보를 위해서는 Healthdirect 
Australia에 1800 022 222로 전화하십시오.

응급실 대기실의  

임상 관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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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관리 간호사는 어디에서 환자를 
돌보나요?

임상 관리 간호사는 대기실에서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기실 
근처의 사적 공간으로 이동하여 환자의 의료 
상태에 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진단 
테스트를 시작하거나 치료에 착수하고 나서 
대기실로 돌려 보낼 것입니다. 

임상 관리 간호사가 환자를 본 후에 그 
환자가 응급실을 떠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임상 관리 간호사는 치료를 
시작하거나 프로토콜에 따라 테스트를 
주선하지만 환자의 치료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x-레이 검사를 하거나 
테스트가 실시된 경우 자격이 있는 
임상의에게 진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임상의는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후속 
치료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의 치료가 끝나기 이전에 ED를 떠나기로 
결정할 경우, 환자는 돌아오도록 요청 
받거나, 혹은 해당 GP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차후에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D에 있는 동안에 실시된 테스트의 결과를 
받기 이전에 떠나기로 선택할 경우, 차후에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임상 관리 간호사가 대기실에서 하는 일은?

임상 관리 간호사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하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 환자의 의료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합니다

• 대기하는 동안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응급 처치 및 진통제 제공, x-레이 주선 
혹은 혈액 검사 준비, 수분 보충 및 상처 
드레싱 등을 시작합니다.

일부 경우, 임상 관리 간호사는 환자가 필요한 
케어에 적합한 다른 서비스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떠나기 이전에  

간호사나 의사에게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응급실

응급실 (E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급실은 
위급한 순서에 따라 환자를 치료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진의 
긴박한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대기실을 통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과 간병인들이 ED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상 관리 간호사의 역할은?

NSW 보건부는 임상 관리 간호사를 도입하여 
주요 ED 대기실의 환자들을 돌보도록 합니다. 
임상 관리 간호사는 대개 응급실에서 가장 
바쁜 시간인 오후, 저녁 그리고 주말에 
근무합니다. 임상 관리 간호사는 환자가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도울 수 있습니다.

임상 관리 간호사는 대기하는 동안에 환자가 
먹거나 마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환자가 가진 
우려사항에 대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