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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지는 출산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진이 권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거절했거나, 
또는 거절을 고려 중인 산모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합니다. 의료진이란, 귀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조산사 또는 보건 전문인을 말합니다. 본 정보지에 실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권장하는 의료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료인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진료의 일환으로 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검사와 시술은 모든 임산부에게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나, 다른 검사나 시술을 
산모나 태아의 건강력 혹은 가족력 때문에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약자 BRAND가 질문할 사항들을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Benefits(유익): 권장하는 검사/시술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Risks(위험): 권장하는 검사/시술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Alternatives(대안): 권장하는 검사/시술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Now or Nothing(지금 당장):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하나요? 권장하는 검사/시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Decision(결정): 최종 결정은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권장하는 검사나 시술을 거절하면 내 의료인이 더 이상의 진료를  
거부할까요? 
귀하는 의료인이 권장하는 검사나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여전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출산 관리 계획(Recommended 
maternity care) – 당신의 선택입니다
산모를 위한 정보

Korean



귀하가 특정 시술을 요청했으나,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견으로 판단했을 때, 산모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 유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을 경우, 의료 제공자는 시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의료가 해당 기관에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 제공자는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른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수 도 있습니다. 

퀸즐랜드 공립 병원에서 출산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권장 사항을 거절하는 것이 산모나 태아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의료진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귀하의 의료인은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관련해서 알려진 바와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장 치료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수 는 없습니다. 
출산 관리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정에 상관없이, 
귀하의 의료인은 계속해서 귀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할 것입니다. 
권장하는 시술이나 검사를 거절했다고 아동 학대로 신고(Child Protection Notification)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는 의료 관리를 거절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진은 귀하의 희망 사항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귀하와 함께 세울 것 입니다. 
권장 진료를 거부하기 원하는 산모를 위한 자료 및 권장 의료 서비스 거부에 대한  
추가 정보는Queensland Health Informed Consent (퀸즐랜드 보건부 사전 동의서) 웹사이트  
www.health.qld.gov.au/consent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산 관리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든지 의료 제공자 또는 다른 의료진에게 문의하세요. 불만을 신고하거나, 해당 병원의 환자 지원 
담당(patient liaison representative)에게 연락해도 됩니다.

관련 정보 및 지원
 • Partnering with the woman who declines recommended maternity care (권장 출산 관리를 거절한 
산모와의 협력) – 의료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지침과 기타 정보. www.health.qld.gov.au/consent

 • Queensland Clinical Guidelines consumer information (퀸즐랜드 임상 지침 - 서비스 이용자 정보) – 
www.health.qld.gov.au/qcg/consumers

 • 13 HEALTH (전화: 13 43 25 84) 비응급 건강 문제 상담을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비밀 보장이 
됩니다. www.qld.gov.au/health/contacts/advice/13health

 • Pregnancy, Birth and Baby (임신, 출산 및 육아) – www.pregnancybirthbaby.org.au
 – Helpline (지원콜: 1800 882 436) 모성 및 아동 전문 간호사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침과 
정보, 조언을 제공하는 무료 전화 서비스입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의뢰해 드립니다. 

 • Raising Children Network (자녀 양육 네트워크) – www.raisingchildren.net.au
 • Lifeline (생명의 전화: 13 11 14) 위기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는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입니다.  

www.lifeline.org.au

Queensland Health는 본 정보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메일로 의견 접수: PSQIS_Comms@health.qld.gov.au

  Partnering with Consumers Standard (서비스 이용자와의 협력 표준)  
National Safety and Quality Health Service Standards (전국 의료 서비스 안전 및 질 표준) 

본 정보지는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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