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역할과 도움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질병으로 인하여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료적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호스피스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 구토 

같은 증상에 도움을 줍니다. 호스피스는 

환자, 가족, 친지들에게 정서적, 영적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호스피스는 환자, 

가족들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상실과 삶의 

존엄, 안정감을 주는 데 함께 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무엇인가?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30 년 동안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에게 호스피스 치유를 제공 

해 온 비영리 기관입니다. 우리는 카운티 

내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입니다. 우리는 

호스피스 서비스 외에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애도상담 그룹을 

제공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2010 년에는 1,900 명 이상의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돌보았고, 카운티 주민 

7,900 여 명에게 상실과 애도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누구인가? 

몽고메리 호스피스 직원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대처하여 함께 일하는 

전문인들과 자원 봉사자들 입니다. 의사, 

Nurse Practitioner(NP), 간호사, 

채플린(원목), 사회 복지사, 

간호보조원 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 애도 상담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종교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의 부속 기관인가?        

 아닙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누구를 

돌보는가?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몽고메리 카운티 

안에  

살고 있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과도한 투병보다(의사와 

상의 후) 삶의 질과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것을 결정한 분들이, 

자신의 선택에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드립니다.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을 위한 

기관인가? 

아닙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어떤 환자 (암, 치매, 

심장질환 등)에게 라도 도움을 줍니다. 
 

환자가 호스피스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아래 기관들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부분의 보험회사 또는 

 몽고메리 호스피스. 

우리는 보험이 없는 분들을 돌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왜 환자가 호스피스를 선택하는가? 

환자들은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하게 판단될 때, 그리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평안한 돌봄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을 최대한으로 살고자 

할 때, 호스피스를 선택합니다. 어떤 

환자들에게는 호스피스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병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어디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나?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환자의 집이나, 

환자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돌봅니다. 환자의 집 외에 

양로원, Assisted Living Facility(ALF), 

몽고메리 카운티안에 있는 유일한 

호스피스 환자 시설인 케이시 

하우스(Casey House)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전문적인 통증 및 여러 증상들의 완화 

 약 

 의료기구: 산소, 휠체어, 워커(걷기 

보조기구), 병원침대 

 의료용품 

  당직 간호사 (24 시간, 7 일) 전화 가능 

  간호 보조사 방문 

  애도 상담가 지원 
 

누가 환자들을 돌보는가?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사, 간호사, 간호 

보조사(CNA), 사회 복지사, 채플린(원목),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팀이 환자와 

가족들을함께 돌봅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는가? 

방문합니다. 필요할 때, 몽고메리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는가? 

방문합니다. 필요할 때, 몽고메리 

호스피스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 간호사는 무엇을 

하는가?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자들에게 환자 돌보는 방법을  

 

몽고메리 호스피스         



 

 
 

가르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의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간호 보조원(CNA)은 무엇을 하는가?  

간호 보조원은 주정부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훈련된 간호 보조사 입니다. 우리 

간호 보조사는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고, 안전하게 

거동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도움을 줍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무엇을 하는가? 

몽고메리 호스피스 사회 복지사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환자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지 

가족들과 함께 방법을 찾게 도와 드립니다. 

사회 복지사는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 복지사는 간병인을 

구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실질 적인 

도움을 줍니다.  
 

채플린(원목)은 무엇을 하는가? 

몽고메리 호스피스 채플린은 환자와 

가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적인 

관심사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채플린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해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무엇을 하나? 

자원봉사자들은 삼일 연속 훈련을 거친 

후에 환자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일을 돕습니다: 

 보호자들을 잠시 쉬게 하기 

 잔 심부름 

 환자들의 e-mail, 서신, 신문, 메모 

챙겨주기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실시하는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합니다.  

환자 돌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나? 

몽고메리 호스피스는 환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환자들의 우선 순위가 환자 

돌봄의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환자가 요청할 때, 주치의사(family 

doctor)가 개입할 수 있는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동안 주치의사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 환자들은 

복용하던 약을 모두 끊어야 하나? 

아닙니다.  

만일 호스피스 환자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면 치료 해 

주는가? 

치료해 줍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촉진 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호스피스 

도움을 받을 뜻이 있거나 호스피스에 

대해 알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선택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을 상의 하십시요.     

 전화 문의 또는 담당자 방문을 

요청하십시요. 

 전화로 문의 하십시요. 여러분의 어떤 

결정도 존중할 것입니다. 
 

호스피스 돌봄 받기를 결정하고 

서명한 (sign up) 환자가 뜻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언제든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호스피스 돌봄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퇴원하는 예가 있는 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합니다. 
 

호스피스 환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퇴원하는 예가 있는 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합니다. 

케이시 하우스(Casey House)는 

무엇인가? 

케이시 하우스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따듯하고 가정 같은 시설입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가 이 

시설에 가서 질병의 증상을 

조절합니다. 케이시 하우스에도 의사, 

간호사, 보조 간호사, 사회 복지사, 

채플린,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다.  
 

케이시 하우스와 다른 시설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케이시 하우스에 있는 팀원들은 

말기환자 돌봄에 숙련된 전문인들 

입니다. 환자들은 목욕 시설이 있는 

개인 독방을 사용합니다. 어른과 

어린이들, 애완 동물들 모두 매일, 

24 시간 자유롭게 방문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애도(grief)는 무엇이고, 

애도과정(bereavement)은 

무엇인가?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격렬한 슬픔의 감정(feeling)이고, 

애도과정(bereavement)은 “죽음 후 

슬픔의 기간”을 지칭하는 말로 애도와 

유사합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후 13 개월 

동안을 돌보는 전문 애도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그룹 상담, 

웍샾(workshop), 서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 호스피스가 애도하는 

지역사회(the community with 

grief)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몽고메리 호스피스가 시행하는 

지지그룹(support group)과 웍샾은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 직장인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애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Translation provided by KA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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