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약물 사용 안전성

손 위생

환자로 입원해 있는 동안 예기치 않은 약물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
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목록을 병원에 제공
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준비하여 입원하기 전
과 수술 당일 가지고 오십시오.

위생적인 손 관리는 세균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문병객
은 병실을 출입할 때 손을 물로 씻거나 손세척
살균제를 사용하여 씻어야 합니다. 환자로 입
원해 있을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손을 씻었는
지 혹은 손세척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물
어봐도 됩니다.

목록에는 모든 처방약, 일반 판매약 및 조제약
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약초 제품(알약,
미네랄, 오일, 연고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약물과 관련하여 정확한 복용량, 약물 복용
횟수, 복용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환자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약물에 대한 정보
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입원 기간 문병객
Swedish에서는 환자가 최우선적인 고려대상
입니다. 입원 시 가족이나 친구들의 문병이 도
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객은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허
용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진료나 휴식이 필
요한 경우 의료진이 문병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담당 간호사와 문병이 적합한 시간을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로 하여금 문
병 일정을 계획하도록 하여 동시에 많은 사람
들이 문병을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병객의 건강
가족이나 친구가 전염성 질병(감기 또는 기침,
유행성 독감, 수두)을 앓고 있다면 병문안을 오
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쉬도록 하십시오.

업무 시간 이후 문병 시 이름표 착용
안전상의 이유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병원을 찾는 문병객에게 임시 이름표를 발행해
드립니다. 병동의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문병객
이 이름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 시간 이후 문병객 중 이름표를 소지하지
않는 문병객의 경우 보안요원의 검문을 받습니
다.

애완동물 및 도우미 동물
환자의 애완동물도 환자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 상의 문제로
면허를 받은 도우미 및 치료전문 동물의 경우
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흡연 환자의 경우
Swedish의 사명은 환자, 환자 가족 및 문병객
부터 우리의 직원, 의료진 및 봉사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는 것입니다. 우
리의 이 같은 사명을 준수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 Swedish의 병원 전체 및 모든 진료소(실내
외)를 금연시설로 정해 놓았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병동 밖으로 나가 흡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보험 혜택의 일
부로 청구할 수 있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즉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흡연 문병객의 경우 병원의 열려 있는 건물
정문, 출구, 창문 및 에어컨, 통풍구 또는 기
타 공기 흡입구 시스템으로부터 최소 25피트
떨어진 공동 보도에서 흡연해야 합니다.
Swedish는 금연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
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206-320-3300으로 전화주십시오.

전자기기 사용
병원에서 휴대폰, PDA, 호출기 또는 랩탑 컴
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의료 장비로부터 최소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복도나 대기실은 이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추락 방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추락 위험이 커
집니다. 이는 익숙하지 않는 주변환경과 약
물, 변화된 수면 패턴 또는 이동을 어렵게 만
드는 튜브, 코드 및 기계 때문입니다. 추락으
로 인해 회복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부상을
입거나 병이 도질 수 있으므로, 본 병원은 추
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예방 조치를 준수
하여 주십시오.
• 침대에서 나올 때 도움을 요청한다
•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인다
•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다
• 무언가를 흘렸을 때 이를 알린다
• 야간 조명을 사용한다
• 화장실과 복도에서는 핸드레일을 사용한다

이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
야 합니다.
• 퇴원 시 받은 처방전으로 외부 약국에 약을
받거나 Cherry Hill 캠퍼스, First Hill 캠퍼
스 및 Swedish Orthopedic Institute의
Swedish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약국을 이용할 경우 담당의나 간호사
에게 처방전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주의: Ballard 캠퍼스에서 퇴원하시는 경우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약을 찾으실 때 (처방약 보험에 따라) 비용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지불할 수 있으니 준
비해 주십시오. 처방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
을 경우 올바른 청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약을 찾아 가실 때 처방약 보험 카드
를 준비해 주십시오.
• Medicare 환자의 경우: Medicare 파트 A
와 B를 가지고 있고,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없으며, 퇴원 시 받은 처방전으로 Swedish
에서 약을 조제하려는 경우 Medicare 파트
A와 B는 처방약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
반 처방약 비용이 청구됩니다.
• 직업병 및 환경성 질환: 워싱턴 주에 의해
보장 받거나 직업병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자가 보험자인 경우 퇴원 시 약물 처방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적합한 L&I 기관을
통한 배상을 모색해야 합니다. 적합한 지불
청구 정보를 가지고 있고 L&I 기관에서 승
인을 받은 처방자일 경우 Swedish 약국이
처방약에 대해 일부 L&I 기관에게 청구합
니다.

• 워커와 지팡이 같은 병원 장비의 적절한 사
용법을 익힌다

퇴원 시 처방약에 대한 지불
Swedish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담당의가 집
에서 복용할 하나 이상의 약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병원에서 환자에게 귀중품을 소지하지 않
도록 부탁했으므로 퇴원 시 환자를 모시고
갈 분이 병원비/처방전 비용을 지불할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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