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관절 및  
슬관절(무릎관절)  
치환술 

인증된 우수성
잉글우드 병원 메디컬 센터는 종합적이고 우수한 
인본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종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선도적인 병원 
중 하나입니다. 본 메디컬 센터는 2008년 엄격한 

기준과 품질의 준수를 인정받아 
고관절 및 무릎 인공 관절 

대체와 척추 고정 분야에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의 
황금승인인장(Gold Seal 
of Approva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센터의 정형외과 수술 프로그램은 

여러 건강 관련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의료품질 
및 환자 안전 분야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절 학교 세미나
관절 학교는 관절 치환 수술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본 센터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절 치환 
과정과 회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수술과 
치유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복 계획
담당 외과의와 1차진료 담당의가 치료 관리 
코디네이터, 재활 치료사, 간호사, 그 밖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환자의 안전한 
귀가와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퇴원 다음날부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센터에서 
단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케어 
팀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대변인이자 파트너로서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50 Engle Street, Englewood, NJ 07631

201-894-3000

englewoodhealth.org

예약 및 정보
잉글우드병원 메디컬센터 에서 정형외과의사를 
찾으시려면 866-980-EHMC 로 전화하시거나 
englewoodhealth.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치환센터 (Joint Replacement Center) 
전화번호:

201-608-2394

관절치환술을 받으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Kaplen 
Pavilion 에 위치한 넓고 쾌적한 개인병실에서 
탁월한 입원치료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치환 
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이 병실은 환자의 이동과 
움직임을 고려한 가구와 높이조절 기능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최신시설 입니다.



치료이념
잉글우드 병원 메디컬 센터의 관절치환센터(Joint 
Replacement Center) 는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최고의 치료시스템으로 환자의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잉글우드 병원의 관절센터 팀은 최적의 관절 
치환 기법을 시행하며, 1:1맞춤 치료 시스템으로 
환자와 간병인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환자의 
생활방식에 맞는 재활 치료 계획을 세워 환자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료팀 소개
잉글우드 병원 관절센터 의료팀은 수술 계획부터 
재활까지 항상 환자와 함께합니다. 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및 진료보조인력
Orthopedic Surgeons & Physician Assistants
면허를 소지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절 치환 센터의 
핵심입니다. 이들 전문의는 심신을 지치게 하는 
고관절 또는 무릎의 만성 통증을 진료보조의(PA)
와 협력하여 최첨단 장비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후 최상의 맞춤형 수술을 시행합니다.

치료 관리 상담사 (환자 케어 네비게이터)
Patient Care Navigator
치료 관리 상담사는 수술전반에 걸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상담사는 환자의 입원 전 검사와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도와드리고 수술 후 
회복관리 및 퇴원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간호사
Nurses
잉글우드 병원/메디컬 센터 간호 팀은2002년 
마그넷 인증 프로그램(Magnet Recognition 
Program®)에 지정되면서 간호 부문의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잉글우드 병원 관절 센터 
팀에서는 정형외과 면허가 있는 전문 간호사들이 
협력하여 관절 치환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환자를 돌보고 회복이 
진행되는 다양한 과정을 교육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입원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 간호사
Nurse Practitioners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s)는 외과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료 
관리 코디네이터, 그 밖의 수술 전후 치료관계자와 
협력하여 일하는 고급 의료 전문가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퇴원 후 회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본 센터의 관절 
학교 세미나 또한 정형외과 전문 간호사(NP)가 
진행합니다.

마취 의학과
Anesthesiology Providers
잉글우드 병원 마취의학과에서는 수술 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 와 
협조하여 수술에 최적화된 환자상태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최적화 과정에서 빈혈(적혈구수치)을 파악하고 
치료하여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거나 피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취의학 팀의 이러한 작업은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며 수술 중 빈혈관리를 비롯해 무혈 
치료/수술에 있어 선구자이자 선도자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물리 치료사와 작업 치료사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잉글우드 병원 메디컬 센터의 재활프로그램은 
숙련된 재활전문 치료 팀이 수술 후 환자의 
빠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술 후 
즉시 시행합니다. 재활 치료 팀은 환자와 협조하여 
퇴원후의 재활프로그램 또한 계획합니다.

통증 관리 팀
Pain Management Team
관절치환 술에 있어서 팀을 이루어 치료하는 방식은 
보다 나은 통증관리와 빠른 회복을 도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잉글우드 병원의 통증관리 
팀은 통증관리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 수술 팀, 
마취 팀, 간호 팀과 재활 팀이 협력하여 환자의 
회복과정에서의 통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잉글우드 병원의 협진 팀은 초음파 유도 신경차단 
법, 균형 잡힌 오피오이드(진통제)류의 투약관리 
등의 최첨단 통증관리를 추구합니다.

또한 잉글우드 병원/메디컬 센터 그라프 통합의학 
센터(Graf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는 심상요법, 호흡 및 긴장완화, 전문적 침술요법, 
마사지 등의 동서양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치료 관리 코디네이션 팀
Care Coordination Team
치료 관리 코디네이션 팀은 RN(공인 간호사)환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의료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환자의 퇴원 계획을 조율하고 환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 관리에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료보험 회사와 협력하여 회복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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