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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his Channel 안내 채널에 관하여
•

Repeats the same information 24 hours a day.
똑같은 안내사항을 하루 24 시간 내내 반복합니다.

•

Covers all items in about 15 minutes.
모든 항목이 약 15분 동안 방송됩니다.

•

This information is also offered in brochure format in English, Chinese, Japanese, Korean,
Russian, Spanish, and Vietnamese.
이 안내사항은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월남어로 된
책자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Ask at the front desk on your unit for a copy of the brochure.
책자의 사본은 소속된 병동의 접수처에 문의하십시오.

 Meals for Patients 환자 식사
•

Room service dining at your request.
주문에 따른 룸서비스.

•

Call 8-3663 (8-FOOD) from your bedside phone to order.
주문은 병실전화로 8-3663 (8-FOOD)에 전화해 주십시오.

-

Breakfast menu: 6:30 a.m. to 7:30 p.m.
아침식사 메뉴: 오전 6:30 에서 오전 7:30 까지.

-

Lunch and dinner menu: 11 a.m. to 7:30 p.m.
점심과 저녁식사 메뉴: 오전 11 시에서 오후 7:30 까지.

 Plaza Café 플라자 까페
•

Full-service cafeteria on the 1st floor near the Pacific Elevators.
1 층 퍼시픽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는 풀 서비스의 구내식당 입니다.

•

Open every day from 6:30 a.m. to 7 p.m.
매일 오전 6 시 30 분부터 저녁 7 시까지 오픈합니다.

-

Breakfast: 6:30 a.m. to 10 a.m.
아침 식사: 오전 6 시 30 분부터 오전 10 시까지.

-

Lunch and Dinner: 11 a.m. to 7 p.m.
점심과 저녁: 오전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

Pick up a weekly menu at the Information Desk on the 3rd floor.
3 층 안내처에 일주일분 식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Midnight Snacks 야식
•

The after-hours Food Cart has a planned route through the medical center every night from
7 p.m. to 3:30 a.m.
야간 이동 간이점이 매일 밤 7 시부터 새벽 3:30 분까지 병원 여러곳의 정해진 장소에 멈춥니다.

•

The schedule of stops is posted on your floor. Or, ask a staff person.
각층마다 이동 간이점 스케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직원들에게 문의하십시오.

 Espresso Stands 에스프레소 커피점
•

Near the Gift Shop, 3rd floor:
3 층, 선물 가게 근처:

-

Weekdays: 6:30 a.m. to 9 p.m.
주중: 오전 6:30 분부터 오후 9 시까지.

-

Weekends: 8:30 a.m. to 4:30 p.m.
주말: 오전 8:30 분부터 오후 4:30 분까지.

•

In the rear of the Plaza Café sitting area, 1st floor:
1 층, 플라자 카페 뒷쪽 식사하는 곳 근처:

-

Weekdays: 6:30 a.m. to 5:30 p.m.
주중: 오전 6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

- Closed on weekends and holidays.
- 주말과 휴일은 휴업합니다.
In the Surgery Pavilion, 1st floor
1 층, 외과별관:

-

Weekdays: 7 a.m. to 2 p.m.
주중: 오전 7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

Closed on weekends and holidays.
주말과 휴일은 휴업합니다.

 Tea Room 찻집
•

On the 3rd floor in the hall that connects the Surgery Pavilion and the Medical Center.
수술 별관과 병원 본관을 잇는 복도 3 층에 있습니다.

•

Weekdays: 7:30 a.m. to 4 p.m.
주중: 오전 7:30 분부터 오후 4 시까지.

•

Closed on weekends and holidays.
주말과 휴일은 휴업합니다.

 Self-Parking 주차
•

Triangle Garage 트라이앵글 주차장
- Weekdays: 6 a.m. to midnight.
주중: 오전 6 시부터 자정까지.

-

Saturdays: 7 a.m. to 4 p.m.
토요일: 7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

Free parking after hours and on Sundays.
무료주차: 폐점 이후와 일요일.

Disability and van-accessible parking up to 6'8" available.
6 피트 8 인치 높이까지 가능한 장애자용과 봉고차용 주차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Surgery Pavilion Garage 외과 별관 주차장
- Weekdays: 6 a.m. to 10 p.m.
주중: 오전 6 시부터 오후 10 까지.
- Closed on weekends.
주말은 휴업합니다.

Disability and van-accessible parking up to 9'8" available.
9 피트 8 인치 높이의 장애자용과 봉고차용 주차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sk at the nurses’ station on your floor for validation for reduced parking fees for both garages.
주차료 할인을 위해 각 층의 간호사 부서에서 주차비 할인증 (validation) 을 받으십시오.


If you plan to come and go on the same day, ask at the gatehouse for an in/out access card.
같은 날 병원에의 왕래가 잦을 경우에는 지불창구에서 일일용 주차장 사용증이 가능하오니
요청하십시오.

 Valet Parking Service 대리주차
•

Stop at the booth located on the front drive near the main entrance to the medical center.
종합병원 본관 정문 바로 앞차선에 위치한 대리 주차 부스에 멈추십시오.

•

- Weekdays 8 a.m. to 5 p.m.
- 주중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Cost is the same as parking in the Triangle Garage.
비용은 트라이앵글 주차장 주차와 동일합니다.


Ask at the nurses’ station on your floor for validation for reduced parking fees for valet
parking.
주차료 할인을 위해 각 층의 간호사 부서에서 주차비 할인증 (validation)을받으십시오.



If you plan to come and go on the same day, ask at the gatehouse for an in/out access card.
같은 날 병원에 왕래가 잦을 경우에는 지불창구에서 일일용 주차장 사용증을 요청하십시오.



If you pick up your car after 5:30 p.m., ask for your keys at the cashier’s booth in the Triangle
Garage.
오후 5:30 이후에 차를 찾으실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주차장의 주차비 지불 창구에서 열쇠를
찾으십시오.

 Free Shuttles 무료 정기왕복 버스
•

Health Sciences Express
헬스 싸이언스 익스프레스
- Bus to Roosevelt Clinic and Harborview Medical Center.
워싱턴대학 종합병원부터 루즈벨트 클리닉을 거쳐서 하버뷰 종합병원까지 순환운행 서비스.
- Call 685-3146 or pick up a schedule at the Information Desk in the main lobby (3rd floor).
685-3146 으로 문의하시거나 로비 (본관 3 층) 안내처에 스케줄이 상비되어 있습니다.

•

Seattle Cancer Care Alliance (SCCA) Shuttle
씨애틀 암치료 연맹 (SCCA) 정기 순환 운행 버스

-

Van to SCCA and Seattle Children’s Hospital.
승합차로 SCCA 와 시애틀 아동병원을 순환 운행

-

Call 667-5099 or pick up a schedule at the Information Desk in the main lobby (3rd floor).
667-5099 로 문의하시거나 로비 (본관 3 층)에 있는 안내처에 스케줄이 상비되어 있습니다.

•

(Be sure to dial 9 first when calling from your bedside phone.)
(병실 전용 전화를 쓰실 경우에는 9 번을 먼저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FHCRC) Shuttle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 센터 (FHCRC) 정기 순환 운행 버스

-

Van to FHCRC Public Health Science Building and Pete Gross House.
FHCRC 보건과학 건물과 피트 그로스 하우스를 순환 운행.

-

Call 667-5099 or pick up a schedule at the Information Desk in the main lobby (3rd floor).
667-5099 로 문의하시거나 로비(본관 3 층)에 있는 안내처에 스케줄이 상비되어 있습니다.

(Be sure to dial 9 first when calling from your bedside phone.)
(입원실의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꼭 9 번을 먼저 누르십시오.)

 Gift Shop 선물 가게
•

On the 3rd floor.
3 층에 있습니다.

-

Weekdays: 6:30 a.m. to 9 p.m.
주중: 오전 6 시 30 분부터 오후 9 시까지.

-

Weekends: 8:30 a.m. to 5 p.m.
주말: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

•

Sells newspapers, magazines, greeting cards, stamps, personal grooming supplies, snacks,
beverages, gifts, and more.
신문, 잡지, 인사용 카드, 우표, 세면도구, 간식, 음료수, 선물 등등을 판매 합니다.

 Health Information Resource Center 건강정보센터
•

On the 3rd floor near the main hospital entrance.
본관 3 층 입구 근처에 있습니다.

•

Weekdays: 10 a.m. to 4p.m.
주중: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
•
•

Staff can help users find health information.
직원들이 건강정보 찾는 것을 도와 드립니다.
Free use of computer, printer, fax, and copy machine.
컴퓨터,프린터, 팩스와 복사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all 8-7960 from your bedside phone.
입원실 전화로는 8-7960 을 돌리십시오.

 Mail and UPS 우편물과 UPS
•

Mail is delivered to patient floors every day.
우편물은 매일 각 병동으로 배달됩니다.

•

Put outgoing mail in the mailbox at the nurses’ station or the U.S. mailbox in front of the medical
center (near the bus stop).
발신 우편물은 간호사 부서에 있는 우편함에 넣거나 병원 앞에 있는 우편통에 넣어 주십시오
(버스 정거장 근처).

•

The Gift Shop on the 3rd floor has UPS services on weekdays.
주중에 3 층에 있는 선물가게에서 택배 서비스(UPS)를 해 드립니다.

 Outpatient Pharmacies 외래환자 약국
•

On the 3rd floor near the Cascade Elevators
3 층, 캐스케이드 엘레베이터 근처에 있습니다
-

Weekdays: 8 a.m. to 9 p.m.
주중: 오전 8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

Weekends: 8 a.m. to 8 p.m.
주말: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

Call 8-4363 from your bedside phone.
환자실 전화로는 8-4363 으로.

 Paying for Prescriptions at the Outpatient Pharmacies
외래환자 약국에서 약값 지불
• You will need to pay for your prescriptions when you pick them up. They are not included in
your hospital bill.
약을 타실 때에 약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병원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You may pay with cash, check, VISA, or Master Card.
현찰이나 수표나 비자 아니면 매스터 카드로 지불하셔도 됩니다.

•

The pharmacy may need to see your drug benefit card. This card may be different from your
medical insurance card.
약국에서는 약혜택 카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환자분의 의료보험 카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Finding Your Way 길 찾기
•

Get maps of each floor of the medical center at the Information Desk on the 3rd floor.
3 층의 안내처에 각 층의 병원 약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Ask any staff person with a badge for help with directions.
신분증을 착용한 직원들에게 길안내를 요청하십시오.

 Wi-Fi Access 인터넷 사용
Free Wi-Fi access is available to UWMC patients and visitors:
UWMC 의 환자분과 방문객을 위하여 Wi-Fi 무료접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Open your wireless device (laptop, smartphone, etc.)
무선 기구를 여십시오 (노트북, 스마트폰 등등)

•

Choose the network called “Patients and Visitors.”
“Patients and Visitors” 라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

Open your Internet browser.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십시오.

•

Review our Terms and Conditions.
우리의 조건을 검토하십시오.

 Using a Web Page to Stay in Touch 웹 페이지로 연락
•
•
•

Create a free, private web page with information and photos.
정보와 사진들로 개인적인 무료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Stay in touch with family and friends without phone calls.
전화통화 대신에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기.
Available in English and Spanish.
영어와 서반아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To get started, visit:
시작은 아래의 웹 페이지에서부터:
- www.carepages.com or
- www.caringbridge.org

•

Staff at the Health Information Resource Center can help you set up your web page.
건강정보센타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Free Calls Outside the Medical Center 무료 전화
•

All calls to area codes 206, 253, and 425 (and some to area code 360) are free from your bedside
phone.
지역번호 206, 253, 그리고 425 (그리고 일부 360 지역)으로의 통화는 환자실 전화로 무료입니다.
-

To call 206 numbers, press 9, then the seven-digit number.
지역번호 206 으로 걸으실 때는 9 다음에 일곱자리 번호를 누르십시오.

-

To call 253, 425, and some 360 numbers, press 9, then the 10-digit number.
지역번호 253, 425, 그리고 일부 360 으로 걸으실 때는 9 다음에 열자리 번호를 누르십시오.

 Long-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
•

To call 800, 888, 877, 866, or 855 numbers: press 9, then 1, and then the 10-digit number.
지역번호 800, 888, 877, 866 이나 855 로 걸으실 때는 9 다음에 1 그리고 열자리 번호를
누르십시오.

•

To make long-distance collect and credit card calls: press 9, then 0 to talk with an operator.
장거리 전화로 수신자 부담이나 신용카드를 쓰실 때는9번을 누르신 다음 0번을 눌러 외부
교환원에게 부탁하십시오.

•

To place a calling card call: press 9, then 0 and the 10-digit number. Listen for the progress
tone, then press your calling card number.
전화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9 다음에 0 그리고 열자리 번호를 누르십시오. 진행 신호음을 들으시면
자신의 전화카드 번호를 누르십시오.

 Cash Machines (ATMs) 현금인출기
•
•

•

Near the cashier’s desk on the 3rd floor of the medical center (Bank of America)
본관 3 층 금전출납부 근처 (뱅크 오브 아메리카)
Near the vending machines by the Plaza Café on the 1st floor of the medical center (Bank of
America)
본관 1 층 플라자 카페 옆 자판기 근처 (뱅크 오브 아메리카)
Near the Pacific Elevators on the 1st floor of the medical center (WSECU)
본관 1 층 퍼시픽 엘레베이터 근처 (WSECU)

•

Across the street from the rear of the medical center, inside the South Campus Center building
(U.S. Bank)
본관 뒤쪽 길 건너서 사우스 캠퍼스 센타 빌딩 안에 (유 에스 뱅크)

 Fax and Notary Services 팩스와 공증 서비스
•

The Health Information Resource Center on the 3rd floor has a fax machine available for use. Or,
your nurse can also help you if you need to use a fax machine.
팩스는 대학병원 3 층 건강정보 센터에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

Free notary services in the hospital help you and your family notarize documents related to your
health care. Ask a staff member at the front desk on your unit to contact a social worker for you.
의료관련 서류 공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신의 병동 접수구에 있는 직원에게 담당
사회복지사를 요청하십시오.

 Medical Records 의료기록
•

Contact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if you want a copy of your medical records.
자신의 의료기록 복사본이 필요하시면 환자자료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

There is a per-page fee for copies.
복사 한장 당 수수료가 붙습니다.

-

Go to Room BB306 on the 3rd floor, weekdays from 9 a.m. to 5 p.m.
본관 3 층에 있는 BB306 실로 가십시오. 주중에 오전 9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

Or, call 8-5323 from your bedside phone.
8-5323 에 환자실 전화로 전화 하십시오.

 Financial Services 재정 서비스
Financial counselors can help you and your family:
재정 상담사가 환자분과 가족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Understand your hospital bills.
병원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Work with insurance companies, DSHS, and Medicare.
의료보험사, 주정부 보험(DSHS), 그리고 메디케어에 문의해 드립니다.

•

Apply for Medicaid and other financial aid.
메디케이드와 다른 재정보조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

Financial counselors are available weekdays from 8 a.m. to 5 p.m.
재정 상담사는 주중에 오전 8 시 부터 오후 5 시 까지 일합니다.
To ask a financial counselor to come to your room, call 8-4320 from your bedside phone.
입원실에서 재정 상담사와 만나고 싶으시면 입원실 전화로 8-4320 에 전화하십시오.

 We Always Check Twice 항상 다시 확인합니다
•

We want to be sure we are providing the correct medicines and medical treatments for you.
저희는 환자분에게 올바른 약물치료와 의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을 원합니다.

•

To make sure we do that, we will check your name and U-number every time we give you a
medicine, or do a procedure or other treatment.
그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환자분에게 약을 드리거나 시술이나 다른 치료를 할 때마다
환자분의 성함과 환자번호를 확인할 것입니다.

 Visitors (방문객)
•

UWMC encourages family and friends to visit, as the patient wishes.
UWMC 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친지분들의 방문을 장려합니다.

•

The best times for visitors are from 9 a.m. to 9 p.m.
최상의 방문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입니다.

•

A visitor ID is needed between 9:30 p.m. and 5:30 a.m. Get a visitor ID at the Information Desk
in the hospital lobby on the 3rd floor.
오후 9 시 30 분부터 오전 5 시 30 분까지는 방문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원 3 층 로비에
위치한 안내처에서 방문객 신분증을 받으십시오.

 To Call Public Safety 공중의 안전
• Safety problems are rare at UWMC.
UWMC 에는 안전문제가 드뭅니다.

• But, be sure to keep your valuables safe.
하지만 자신의 귀중품은 잘 간직해 주십시오.

• If you need to report lost property, theft, or an assault, call 8-5555 from your bedside phone.
만일 손실, 도난, 아니면 폭행에 관하여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시면 병실의 전화로 8-5555 에
전화하십시오.

 Prevent Infection 감염의 예방
•

Ask all of your visitors and caregivers to wash or gel their hands when they enter your room.
환자분의 모든 방문객들과 간병인들이 입원실에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손에 사용하는 소독젤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Visitors who are sneezing or who have a cough, runny nose, or fever should wait to visit until
they are well.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 콧물, 열이 있는 방문객들은 몸이 나을 때 까지 방문을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

To protect patients, some patient care areas may turn away visitors if they are ill.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병동들은 아픈신 분들의 방문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ain 통증
•

We want you to be as comfortable as possible.
저희는 환자분께서 최대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If you are having pain, please tell someone on your health care team.
아프시면 환자분의 담당 의료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

Use the pain level tool in your room to help you describe your pain to your health care team.
입원실에 있는 통증평가 비율표를 사용하여 담당 팀에게 통증상태를 설명 하십시오.

 Rounds 회진
•

Members of your health care team will visit you each morning. This is called “rounds.”
환자분의 담당 의료진들이 매일 아침 방문할 것입니다. 이것을 “회진”이라고 부릅니다.

•

The purpose of rounds is to check on your progress and to plan for your treatment.
회진을 하는 목적은 환자 분의 진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입니다.

•

Rounds usually occur between 8 and 11:30 a.m.
회진은 대체로 오전 8시부터 11시30분 사이에 있습니다.

•

You and your family are encouraged to ask team members about their role in your care and to
tell them how you feel about your condition and treatment.
저희는 환자분이 의료진 개개인의 직분을 물어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환자분 자신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해서 담당의료진들과 상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Ask your nurse when rounds will take place on your unit.
환자분의 병동에는 언제 회진을 하는지 담당 간호원한테 물어보십시오.

 Interpreter Services 통역 서비스
•

•

We provide interpreters for patients who do not speak English, have limited English-speaking
ability, or are hearing impaired.
저희는 의료진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는 청력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통역사를 제공합니다.
To arrange for an interpreter, call 8-4425 from your bedside phone.
통역사를 원하시면 입원실 전화로 8-4425 에 전화하십시오.

 Bioenergy Treatments 생물에너지 치료
The bioenergy treatment service at UWMC:
UWMC 의 생물에너지 치료 서비스:

• Offers treatments to all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모든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치료

• Uses techniques similar to Reiki and Therapeutic Touch
기치료나 촉수요법과 비슷한 기법을 사용

• Is free of charge and not linked with any religion or other spiritual practice
무료이고 어떠한 종교나 영적사업과 연관이 없음

To learn more:
더 알고 싶으시면:

• Call 616-4731, or ask your nurse, relative, or friend to call.
616-4731 로 담당 간호원이나 친지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Leave your name, hospital number, unit name, and room number
성함과 환자번호와 병동 이름, 그리고병실번호를 메세지로 남겨주십시오.

(Be sure to dial 9 first when calling from your bedside phone.)
(입원실의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꼭 9 번을 먼저 누르십시오.)

 Spiritual Care 영적 도움
•

•

As part of your care team, chaplains provide respectful spiritual and emotional care to persons of
all faiths and beliefs.
건강관리 팀의 일원으로 병원 목사들이 정중하게 영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도움을 어느
종교나 믿음에 상관없이 도와 드립니다.
To speak with a chaplain, please 8-4630 from your bedside phone and leave a message.
병원 목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입원실 전화로 8-4630 에 전화하셔서 메세지를 남기십시오.

 Hair Cuts and Styling 미용실
•

A hairstylist is available to come to patient rooms on weekdays.
입원실 출장 미용사를 주중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Pay by cash or check.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
Call 221-4284 to schedule an appointment.
예약은 221-4284 로 전화하십시오.

(Be sure to dial 9 first when calling from your bedside phone.)
(입원실의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꼭 9 번을 먼저 누르십시오.)

 TV Channels and Movie Program Guide 텔레비젼 채널과 영화 프로그램 안내
•

Ask at the front desk for a copy of the Program Guide.
안내처에 프로그램 안내서를 문의하십시오.

•

Selected channels offer music and public radio.
몇몇 채널에서는 음악이나 라디오 방송을 제공합니다.

 Art Program 미술 프로그램
•

To create a more nurturing environment for our patients and staff, the Art Program provides a
permanent art collection.
환자분들과 직원들을 위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술 프로그램 부서에서 영구적인
작품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We hope you enjoy the many pieces of art throughout the medical center.
병원 곳곳의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 The Art Program is paid for by donations.
미술 프로그램은 기부금에 의해서 지불됩니다.

 Artist-in-Residence Program 거류 예술가 프로그램
•

Learn to paint, knit, or make crafts while you’re staying with us.
머무시는 동안 그림 그리기, 뜨게질, 또는 공예품 만들기를 배우세요.

•
•

Group or one-on-one sessions are available for all patients and guests. No art experience needed!
모든 환자 분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그룹 또는 일대일 교습을 제공합니다.경험이 없어도
괜찮읍니다.

•

Call 8-6313 from your bedside phone for scheduled art groups or a bedside session. .
그룹이나 병실교습을 위한 예약은 입원실 전화로 8-6313에 전화하십시오.

•

To learn more, visit www.uwmedicine.org/uwmc-art.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uwmedicine.org/uwmc-art 로 알아보십시오.

 If You Smoke 흡연을 하시면
As of June 2011, UWMC is a smoke- and tobacco-free facility.
2011 6 월부터 UWMC 는 담배흡연 금지구역 입니다.

We are committed to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our patients and the entire hospital community.
우리는 환자분들과 전체 병원 가족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If you smoke or use tobacco, please ask your nurse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se resources:
흡연을 하시거나 담배제품을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간호사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 UWMC handout: Resources to Quit Smoking or Using Tobacco
UWMC 인쇄물: 흡연이나 담배제품 이용을 끊기 위한 자료

• Nicotine patches or gum during your stay
계시는 동안 니코친 패치나 껌의 사용

• Quit-smoking session with a pharmacist
약사와의 금연 상담

Family and visitors who smoke can buy low-cost nicotine gum in the Gift Shop on the 3rd floor and
from the night snack cart.
담배를 피시는 가족과 방문객들은 3 층에 위치한 선물가게와 야참 카트에서 저렴한 가격의 니코친
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In the Area 주변
• University of Washington campus is just across N.E. Pacific Street from the hospital, where you
will find walking paths, open spaces, and gardens.
산책길, 광장 그리고 정원들이 있는 워싱턴 대학교 캠퍼스가 병원으로부터 N.E. Pacific Street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 Montlake Cut is a waterway just south of the hospital. Here you can watch boats and birds and
enjoy the open space.
Montlake Cut 은 병원 바로 남쪽에 위치한 물길 입니다. 이곳에서 배들과 새들을 보실수 있고 확
트인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In the Area 주변
To learn about nearby restaurants and hotels:
가까운 식당과 호텔을 알려면:

• Visit the Health Information Resource Center in the hospital lobby.
병원 로비에 위치한 Health Information Resource Center (건강정보 자료센타)를 찾으십시오.

• Or, call Social Work at 8-4370 from your bedside phone.
아니면, 병실 전화로 8-4370 에 전화해서 사회복지사를 찾으십시오.

 Discharge Time 퇴원 시간
•

We try to discharge patients early in the day. But, many factors affect when you are ready to be
released from the hospital.
저희는 환자분들을 일찍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퇴원하시기 전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Talk with the members of your health care team about your plans for discharge.
퇴원에 대한 계획을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3 Important Questions 3 가지 중요한 질문
We want you to be able to answer these 3 questions before you leave the hospital:
우리는 환자분이 퇴원하시기 전에 다음 3 가지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What is my main health problem?
나의 건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2. What do I need to do about this health problem?
이 건강문제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3. Why is it important to do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Knowing this information will help you recover faster and more safely. Ask your nurse or doctor
about anything you do not understand.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은 환자분이 신속하고 더 안전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간호사나 의사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Care After Discharge 퇴원 이후의 관리
• Your health care provider will want to see you in clinic after you leave the hospital.
환자분의 의료제공자는 퇴원 이후 환자분이 클리닉에 오시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 This follow-up appointment usually takes place 2 to 10 days after discharge.
이런 후속관리 방문은 보통 퇴원 이후 2 일에서 10 일 사이에 있습니다.

• This appointment may be scheduled before you are discharged. If it is not, make sure you have
the clinic phone number so that you can schedule your appointment and get directions.
이 예약은 퇴원하시기 전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게 클리닉 전화번호를 꼭 받아가십시오.

 Comment Cards 소견 카드
•

Do you have a suggestion to help us improve our services?
저희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 있으십니까?

•

Do you have a compliment for our staff?
담당 직원에 대해 칭찬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We would like to hear from you! Please fill out a comment card, found at the front desk of your
unit.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에 있는 소견 카드에 써 주십시오.

 Patient Survey 환자 의견 조사
•

You may receive a survey in the mail after your stay here with us.
퇴원하신 후 환자의견 조사서를 우편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Please complete and return your survey to tell us about the care you received.
받으신 치료에 대해 환자의견 조사서를 작성하여 돌려 보내 주십시오.

•

We value your comments and input.
저희는 고객의 소견과 제안을 존중합니다.

 To Report a Concern 문제점 보고
•

•

•

If you have a concern about your medical care or a safety issue, contact the manager of the unit
where you received care.
만약 받으신 의료관리 또는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면 의료 관리를 받으신
병동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ponse or results you receive from that manager, call Patient
Relations at 8-8382 from your bedside phone.
담당 매니저의 답변이나 조치사항에 만족하지 않으시면 입원실 전화로 고객상담실 8-8382에
문의하십시오.
You may also call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at 1-800-633-6828, or The Joint
Commission at 1-800-994-6610. (Be sure to dial 9 first when calling from your bedside phone.)
또한 1-800-633-6828 워싱톤주 보건복지부나 1-800-994-6610 통합 위원회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원실의 전화를 사용하실때는 꼭 9번을 먼저 누르십시오.)

 Thank You for Watching the Information Channel
안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sk members of your health care team for details about the topics covered on the Information
Channel.
정보 안내 채널에서 다룬 주제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의료진들에게 문의하십시오.

•

You may ask your nurse for a written copy of the information in this slide show.
안내채널 방송내용 사본을 담당 간호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To make comments or suggestions about the content, call 8-7498 from your bedside phone.
방송내용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598-7498 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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