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서비스 지원이란?

일반 간병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다가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간병을 꺼리거나 거부하는사례들을종종 볼수 있 

습니다. 더욱가슴아픈것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신 

체적 인 아픔 뿐만 아니 라 정신적 인 아픔까지도 함께 겪 

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회에서는 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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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양성하여 질병으로 인해 입원중인 에이즈환 

자에게 치료 순응도를높이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간병 대상자 선정기준

① 입원 환자중 의료인이 간병지원서비스가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환자



⑵ 가족등원조체계가 거의 없거나 부적절하여 간병할 

사람이 없는환자

⑶간병인이 필요하나경제적 능력이 없어 간병인을 개 

인이쓸수없는 환자

⑷ 정서적 능력이나 인지적 능력이 손상되어 자살위험 

이 있는환자, 단 간병인의 생명을위협할위험이 있 

는 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⑸그 외 사업담당자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환자

간병서비스 신청방법

간병신청 환説태

종료및기타 간병인

서비스연계 연계

간병지원

: 입원중인 병원의 의료인에 의해 간병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메일로 신청

: 신청된 양식에 기초로환자의 심 •신 및 경 

제적 능력 등에 대한 환자 상태 혹인

: 환자 상태 혹인 후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병인 연계

: 1 인 12시간 1주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 단 유료인 경우 보호자의 판단에 따 

라지원가능

: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 될 때 종료하고 간병이 종료 된 후 혼国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환자가 원할 경우 관련기관 및 기타서 

비스 연계

간병서비스 내용

검사 동행 식사보조 입•퇴원수속 침대시트교환 위생관 

리, 석션, 배변처 리, 환와복교환 환자상태 체크, 심리적 안 

정지원 에이즈 관련 지식제공 민간단체 지원 정보 제공등 

에이즈 환자가심신의 안정 속에 치료 받을수 있는환경 제공 

감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상담 및 행정 관련 상담 

퇴원 후 거처할 곳이 없거나 돌볼 7 隋이 없는 감염인들에 

게 쉼터연계, 생필품속옷, 양말 옷 지원 및 기타 서비스재 

가복지 동료상담) 연계

간병서비스 지원 기대효과

돌봄이 필요한 어이즈 환자에게 적절한 케어를 실시하여 증 

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지원

에이즈 환자에게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권을 보장 

감염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치료 순응도를 높여 빠른 회복유도

퇴원 후에도 관련기관 및 기타 서버 I스 연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곤回를 통한 건강유지 및 향상

간병서비스 지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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