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증세 입원 시 예상되는 점
Inova의 COVID-19 환자에 대한 진료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 관리 예방 센터와 같은 지도적인 공중
보건조직 전문가들의 권장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저희 벙원에서 경험하게 될 내용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의 음식은 일회용 식판에 담아서 전달할
것이며 귀하가 음료를 얼마나 마셨는지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지내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치료에 관하여
진료 팀(의사, 간호사, 호흡 치료사, 전문 기술인)과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싶다면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 혹은 영상을 이용하여 통역사와 연결시킬 것이며, 이는 무료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귀하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신의 진료 계획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진료 팀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하여 귀하가 병실에서 너무 자주 드나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하를 확인할 때 실제로 병실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를 통해서 또는
통화 버튼을 이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성과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갑, 가운, 마스크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PPE라고 알려진 개인보호장구는 저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게끔 돕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것은 혈액 흐름과 폐, 근육을 위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방법과 병실 주변에서 걷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귀하에게 호흡 실습을
가르칠 것이며, 이 실습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실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병실에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COVID-19 검사 결과는 약 24시간 안에 나옵니다.
방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방문객을 제한합니다. 특정한 환경에서만 방문객이
허용됩니다. 환자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또는 영상으로 접촉하도록 독려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접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Inova는 CaringBridg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 동안 친구들과 가족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무료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inova.org/patient-and-visitor-information/caringbridge
개인 소지품은 제한됩니다. 집에서 음식품을 가져오는 것은 감염 문제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Inova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 저희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합니다. 저희들의 사명은 특별히 봉사하는 대상인 모든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를 - 모든 시기에, 모든 기회에 -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inova.org/covid19
What To Expect If You Are Hospitalized for COVID-19 Related Symptoms –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