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re Mai
가족 병문안에 관한
정보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방문:
www.adhb.health.nz
starship.org.nz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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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환자의 일상과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 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
의 보호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이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병원 도착시 예상 되는 상황
입구에서 저희 팀원이 친절하게 맞이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당일 방문자의 등록 확인및 체크인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과 체크인 진행에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체크인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보내드린 QR코드를 확인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방문시항상 마스크를 착용 하십시오. 도착시 천으로 된 마스크
대신 저희가 제공 해 드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하십시오.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환자의병상
으로 곧장 가십시오.

방문 가능 한 사람
펜데믹 기간 동안 환자나 위임된 사람으로 부터 지명된 사람
만 병원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환자들은 입원 기간동안 방문 할 수 있는 가족을 한 두명 지
정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지명된 사람 한 명만 방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지명된 가족에게 먼저 확인 하십니오.
입원한 가족이나 친지가 코비드-19에 확진된 경우에는좀 더
엄격한 방문 지침이 적용 될 것입니다. - 담당 간호사와 상의
하십니오.

방문 등록 방법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결정권을 가진 위임된 자는 병원에 방
문하고자 하는 가족 한 두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비드-19 증상이 있거나 코비드-19에 확진 된 경우에는 방문을
삼가십시오.

특별(배려) 방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 명 이상의 가족 방문이 중요 할 때가 있습
니다.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
• 장기입원 환자
• 상태가 악화 된 환자
• 임종 중이거나 임종 직전의 환자
배려에 의한 특별 방문이 필요 한 경우,담당 간호사및 주치의
와 의논 하십시오.

연락 유지하기
병윈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다른 가족,친지나 친구들이 환
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병동 직원이 저희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 할 것입니다.
방문자로 지명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QR코드를 보내 드립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