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방문  

 

NYGH는 가족과 ECP(필수 간병인)를 환영합니다./우리 병원과 지역 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면회자들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면회하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상황이 개선되고 온타리오주가 일부 COVID-19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NYGH는 면회자와 ECP에 

대한 지침을 조정했습니다.  

 

참고: 노인 건강 센터에는 장기 요양원에 대한 지방 지침과 일치하는 별도의 정책이 있습니다.  

 

COVID-19 전염병이 향후 변화함에 따라 NYGH는 환자와 의료진,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침 개요 

 

공공 출입구  

• 이제 모든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서쪽과 남쪽 로비 출입구를 통해 일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응급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면회자 액세스 

• 환자는 선호하는 데 따라, 24 시간 면회자를 맞이할 수 있으며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두 명의 면회자를 침대 옆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고려하여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는 환자가 아닌 성인과 

동행해야 하며 NYGH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발병이 선언된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 외래 환자는 예약을 위해 최대 2명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 치료 팀은 위의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도착 시 사전 예약과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가상 면회는 여전히 MS 팀이나 Facetime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면회를 

예약하려면 환자의 간호 부서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COVID-19 백신 접종 

• 면회자와 ECP 는 감염과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 아직 예방 접종이나 추가 예방 접종 주사를 맞지 않으셨으면 가능한 한 빨리 맞으십시오. 가까운 

곳에 있는 예방접종 클리닉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nygh.on.ca/patients-and-visitors/contact-us/nursing-stations
https://nygh.on.ca/covid19vaccination
https://nygh.on.ca/covid19vaccination
https://nygh.on.ca/covid19vaccination


 

• 공공장소 및 보건 시스템에 대한 온타리오의 현재 예방 접종 요구 사항에 따라 NYGH 사이트에 

들어가는 데 더 이상 전체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회 당일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 병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날, COVID-19 증상자가진단을 시행합니다.  

 

•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몸이 좋지 않거나 COVID-19 양성이거나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COVID-19 양성자와 밀착 접촉하거나 격리 중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들어가기: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서쪽과 남쪽 로비 출입구를 통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응급실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NYGH 사이트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은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o 1단계: COVID-19 증상에 대해 자가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증상을 보이거나 COVID-19 양성이거나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COVID-19 

양성자와 밀착 접촉하거나 격리 중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o 2단계: 제공된 디스펜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정제로 손을 닦습니다. 

 

o 3단계: 디스펜서에서 마스크를 꺼내 입, 코, 턱을 가리고 항상 착용하십시오. 개인 천 

마스크/얼굴 가리개는 현장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필수 

• 모든 사람은 모든 장소에서 NYGH 가 제공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COVID-

19 확산과 발병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회 중: 

• 사전 예약과 체크인 없이도 유닛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환자 치료 팀에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공공장소(예: 구내식당)에서만 먹거나 마시며 환자실이나 대기실에서는 드시지 마십시오. 

배달 음식은 공공 출입구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음식은 지정된 공공장소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면회가 끝나면 

• 1층 서쪽 출구나 1층 남쪽 로비를 통해 일반 사이트를 나오시면 됩니다. 퇴근 후에는 응급실을 

통해 나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