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의료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 

   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Ⅰ. 환자의 권리환자의 권리환자의 권리

    존엄의 권리    존엄의 권리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평등의 권리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들을 권리가 있다.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Ⅱ. 환자의 책임환자의 책임환자의 책임

    치료계획 준수 책임 치료계획 준수 책임 치료계획 준수 책임

               환자는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 한 결과에환자는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 한 결과에환자는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고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한 책임이 있다.     대한 책임이 있다.

    원내규정 준수 책임

     환자는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환자는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환자는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한 존중,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Ⅰ. 환자 권리 장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