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1 일
수신: 지역사회 발달 장애 프로그램(CDDP), 중개업체, 서비스 제공자 및
ODDS 관계자
발신: 발달 장애 서비스국 국장, Lilia Teninty
발달 장애 서비스국(ODDS)은 최근 “COVID-19 관련 내 권리 찾기”에 대한
사실 자료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나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해서 행동 수칙에 대한
상담을 받고 증상이 더 악화되면 다시 전화하십시오.
 귀하는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 방문 또는 치료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희망하는 서류 작성 안내와 의사소통에 필요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이
진료 예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부 자료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자원 섹션의 ODDS
COVID-19 웹페이지에는 다양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누군가가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계획해
두십시오.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원하는 바를
친구, 가족 및 도움을 주는 사람과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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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리건 보건 당국은 최근 병원 내 사람들을 위한 업데이트된 방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환자 또는 병원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가 있는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을 필수 방문자로 간주합니다.
조금 만 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lia Teninty
국장
발달 장애 서비스국(Offi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국장의 이전 발표 자료는 http://www.oregon.gov/DHS/SENIORSDISABILITIES/DD/Pages/messages.asp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oregonDHS.IDD) 또는 트위터(@OregonODDS)와 ODDS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본 문서는 다른 언어, 큰 글자, 점자 또는 다른 선호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오리건 발달 장애 서비스국(503-945-5811)으로 문의하십시오.
당국은 모든 통신 중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는 711 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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