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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는 출산 관리 계획(Recommended 
maternity care) – 거절한 경우:

산모를 위한 정보

본 정보지는 출산 관리와 관련하여 의료진이 권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거절했거나, 또는 
거절을 고려 중인 산모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합니다. 본 정보지에 실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의료진이란, 귀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조산사 또는 보건 전문인을 말합니다. 다른 정보지- ‘권장하는 출산 
관리 계획(Recommended maternity care) – 당신의 선택입니다: 산모를 위한 정보)’ - 를 먼저 
읽어 보시면 본 정보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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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권장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전적으로 산모가 결정합니다.
결정을 도울 사람을 함께 동반하거나, 상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서 상담에 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리 생각해 볼 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절을 고려하는 의료 서비스
• 거절하는 이유
•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하는 사항

•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은 의향
• 의사의 조언에 대한 본인의 이해
• 계획을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시기 

담당 의료진에게 양식 ‘Discussion and Partnership Care Plan: Declining Recommended  
Maternity Care (함께 하는 출산 관리 계획: 권장하는 출산 관리 계획 거절하기)’을  
요청하세요. 본 양식은 산모와 담당 의료인이 함께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된 출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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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상의를 통해 출산 관리 계획이 작성되었고, 작성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경우,  계획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산전 산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 관리 계획에 따라 출산 관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작성된 출산 관리 계획은 귀하가 이용하는 병원의 다른 
의사와 조산사들이 공유하게 되며, 본인은 사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귀하의 출산 관리에 연관된 
모든 의료진들이 귀하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의료인은 귀하와 함께 출산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출산 방법에 관한 것일 때는 분만이 시작될 무렵 귀하와 함께 분만 계획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계획의 변경을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산모와 아기는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필요한 관리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며, 거부 여부로 인해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산 경험이나 받았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귀하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의료진이나, 서비스 이용자/환자 지원 담당
(consumer/patient liaison)과 이야기 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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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병원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Office of the Health Ombudsman (의료 기관 옴부즈맨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oho.qld.gov.a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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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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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