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LCE 문서 기록 지침
정의
국제 수유 상담가 시험기관(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은 임상
문서 기록을 의뢰인 혹은 의뢰인 그룹에 대한 정보의 서면, 타자 입력 또는 전자 기록으로서,
제공되는 케어를 상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의뢰인의 건강 기록은 서면 기록 또는 전자
기록, 팩스, 이메일,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물을 비롯한 전자 기록뿐 아니라 그림과 도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관찰, 사정, 계획, 개입, 평가, 결과 및 후속 사항을 전달합니다.
문서 기록은 잠재적으로 법적 소송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임상 문서 기록의 기본 원칙은 지역/주/지방/연방법의 방침에 따릅니다. 모든 문서 기록은
반드시:
• 정확하고, 명료하고, 포괄적이고, 간결해야 합니다.
• 동시 발생적이어야 합니다.
• 임상의 본인이 기록해야 합니다.
• 날짜와 시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읽을 수 있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조직 및/또는 법적 요건에 허용되는 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기밀 및 해당 기록의 보안 보장을 위한 유지 관리.
• 허용 가능한 기법 및/또는 방식을 사용해 오직 자체적 오류만 수정.
국제인증 수유상담가(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s,
IBCLC)에서는 제공하는 케어 및 임상적 사건의 문서 기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IBCLC를 위한 전문가 행동 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IBCLC) 및 직무
표준(Standards of Practice)에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문서 기록은 IBCLC에 대한 징계적 불만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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