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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 방문을 위한 
가지의 지침서8

3 감염 예방

* 화장실을 가기 전후, 그리고 식사 이전엔 꼭 손을 씻어주세요. 
* 의료진과의 접촉 전 손을 씻었는지 부담 없이 문의 해 주세요. 
* 구토·설사 시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 해 주세요. 

귀하에게 우수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존중   *   신속한 대응   *   안전

2 의약품
* 약물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즉시 

알려주세요. 
*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 또는 약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약물의 부작용에 관한 질문 또한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약물의 모양, 또는 색깔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문의해주세요. 

 

1 귀하에 대해서
* 귀하의 신상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알려주세요  

(ID 팔찌, 거주지 주소, 주치의 또는 보호자). 
* 알레르기 증상의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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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욕창 예방
* 가능한 한 자주 침상에서도 자세를 변경해 주십시오.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병동 직원을 호출해 주세요.
* 필요에 따라 특수 매트리스 및 쿠션을 제공해드립니다.

8 퇴원 전
병동을 떠나기 전 확인해주세요: 
* 퇴원확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 약/처방전과 이에 대한 설명을 받으셨습니까? 
* 퇴원 후 염려/의문에 답해줄 수 있는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 다음 진단의 예약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Used with permission of Guy’s St Thomas NHS Foundation.

7 문의사항
* 저희 직원들은 귀하를 돕기 위해 있습니다 – 진료에 관한 

염려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말씀해주세요.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저희 병원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카드로 또는 인터넷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권장에 따라 병동용 양말을 착용해 주세요. 
* 가능한 한 몸을 자주 움직여 주십시오. 
* 가벼운 다리, 발목 운동을 해보십시오. 
* 하루 권장량의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액 희석제를 사용해 주세요. 

5 혈액 응고 예방

4 넘어짐 방지

* 신발끈이 있거나 발에 꼭 맞는 신발, 또는 고무재질의 
바닥이 있는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 권장된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해 주세요. 
* 보조가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직원에게 의뢰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