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 서비스국(Offi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COVID-19 기간 중 귀하의 권리 알아보기
배경
지적 발달 장애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의료 및 치료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 자료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귀하는 장애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나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고 만약
더 나빠지면 다시 전화하세요.
 귀하는 아플 때 어떤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문서로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OVID-19에 걸려 호흡하는 데 보조가
필요한 경우 호흡 장치(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 장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나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치료
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병에 걸리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치료를 원하는지 적는 것은 중요합니다. 병원은 귀하가
양식에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 "ODDS 리소스 목록: COVID-19 기간 중 귀하의 권리
알아보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여러분이 아프고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에는 가족, 친구 또는 사례 관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o
o
o
o
o

문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사소통 매체, iPad 또는 기타 태블릿과 같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자료
원하는 치료를 작성한 문서
가까운 사람의 긴급 연락처 정보
복용 중인 약과 알레르기 정보
귀하의 의료 상태에 대한 필요한 모든 문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모든 정보의 사본을 의료 차트에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본을 가지고 있게 하십시오.
의사나 병원에 방문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의사나 병원이 귀하가 원하는 치료 및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클리닉 직원에게 천천히 또렷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주사바늘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런 점을
알려서 병원에서 귀하에게 맞출 수 있게 하십시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귀하가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부작용을 포함하여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도와줄 사람들이 아프지 않다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방문자를
COVID-19 환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안전 예방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숙박하거나 도움을 주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일은 귀하의 권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침 또는 "소생술포기(DNR)"를 진행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명하고 싶지 않은 것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면, 귀하의 지원팀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면, 퇴원하기 전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지원팀에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추가 장비나 새로운 약을 준비하고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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