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 안내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을 통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❶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는 아니며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보조, 체위

       변경, 기본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❷ 입원 준비 물품(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물품 준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대상 제외 환자

       ◾격리대상환자,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심한 섬망, 호스피스·말기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자동차보험환자

◈ 환자 면회 및 방문

    ❶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보호자 면회는 전면적으로 금지입니다.

    ❷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환자 상태에 대해 전화로 상담 할 수 없으며, 직접 내원 상담이 가능

       합니다.

    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 상주가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 요청서】 작성 후 보호자 일시 상주가 가능합니다. 

       ◾의료진 판단으로 집중 관찰 필요,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 온 당일, 고위험 시술 및 진정

         치료 당일, 상태 악화,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환자, 보호자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동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 조치 후 보호자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 병동 입원기간 중 타병동으로 전동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상태변화로 일반 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로 전동하는 경우

       ◾의료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고 2주가 지난 경우(내과계 제외)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반병동으로 전동을 원하는 경우

       ◾퇴원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병동 준수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등

◈ 환자부담 병실료 안내(건강보험 정상급여 기준)-병동별 병실 상황이 다릅니다. 

    

필수

물품

세면도구(비누. 칫솔. 치약. 면도기) 수건. 속옷 슬리퍼

각티슈, 물티슈 [2개] 물통. 물컵. 빨대 세탁물가방

선택

물품

물없는 샴푸/바디워시(노린스 등) 비닐장갑200매 [2팩] 대, 속기저귀 [2팩씩]

디펜드-패드 [2팩] 추가침구류 틀니보관함 젖병세정제 피딩백(미음주입백) [2개]

내과계 외과계

등  급 기본입원료 간호.간병료 환자본인부담 등  급 기본입원료 간호.간병료 환자본인부담

2인실    81,020    64,055   145,075 2인실    73,655 58,600    132,255 

4인실    30,384    38,433     68,817 4인실    27,621 35,160     62,781 

5인실    16,086    25,622     41,708 5인실    14,624 23,440     38,064 

6인실    11,916    25,622     37,538 6인실    10,832 23,440     3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