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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민들은 간단한 마우스 클릭이나 스마트폰 터치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옵션을 더욱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옵션 웹사이트를 다시 개정하여 설치했으며 이는 모든 온타리오 주민이 다음을 비롯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찾으시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가족 보건의료 팀 - 의사, 전문 간호사, 등록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으로 이루어진 한 팀으로 서로 협력하여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함. 
� Telehealth Ontario - 비밀을 보장하는 무료 전화 서비스로, 등록 간호사로부터 건강 관련 조언 또는 일반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 

� 전문 간호사 주도 클리닉 -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증진에 도움을 주면서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함. 

� 긴급 진료 센터 –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눈 부상, 봉합, 석고붕대 등에 필요한 즉각적인 진료뿐 아니라 엑스선과 검사실 검사를 제공함.  

� 워크인 클리닉 - 비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제공함.  

 또한, 이 최신 개정된 웹사이트에는 보건의료 연결 서비스(Health Care Connect) 같이 사용자에게 편리한 그 밖의 도구가 포함되어 온타리오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거주지 응급실(ER)과 수술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검색 도구를 통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웹사이트는 온타리오 주로 오는 신규 이주자들이 주정부의 보건의료 제도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26 개의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자신의 옵션을 알게 되어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는 응급실로 몰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체 응급실 방문의 약 40%는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덜 긴급하거나 비긴급 상황인 경우입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을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은 주정부가 추구하는 온타리오 주 

5 개년 계획(Open Ontario Plan)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 확대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책임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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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찾고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알아보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검색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 온타리오 주민들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를 더욱 잘 아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 Deb Matthews, 보건장기보호부 장관 

 

 요약요약요약요약    정보정보정보정보 

 

� 2003 년에 비해 가정의를 갖게 된 온타리오 주민들이 1 백만 명 증가함.  

� 2003 년 이후 온타리오 주의 국제 의대 졸업생(IMG) 수치는 2009 년에 4,987 명에서 

6,052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1.4%가 상승한 것임. 현재 온타리오 주는 타주 전체를 합산한 것보다 국제 의대 졸업생을 위한 더 많은 수련직과 평가직을 제공함. 

� ontario.ca/healthcareoptions 는 2009 년 2 월에 처음 설치된 후 온타리오 주민들이 1 백 5 십만 회 이상 방문함.  

 자세한자세한자세한자세한    정보정보정보정보 

 보건의료 서비스 옵션 Health Care Option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Neala Barton, Minister’s Office, 416-327-4388  
David Jensen,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416-314-6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