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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퇴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환자 및 환자의 가족/친지와 

협력하여 환자의 필요를 지원할 

것입니다. 

집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지내시기 어렵다면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방문 

간호(Home Health)’라는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해드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래 재활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입원 후에는 외래 재활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래 환자 치료사가 환자와 

협력하여 환자의 목표에 따라 재활 

기간을 결정합니다. 

재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 BC 의료 서비스 

플랜(Medical Services Plan, MSP) 

혜택이 있는 한, 입원 및 외래 재활은 

무료입니다.  

 

프레이저 헬스에서는 교통편을 

제공하나요?  

예약 당일 외래 클리닉 왕복 교통편은 

본인이 마련하셔야 합니다.  

예약 날짜는 여러 주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를 태워줄 분을 

구하시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차를 태워줄 분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핸디다트 

서비스(HandyDART Services)나 다른 

형태의 교통편 같은 기타 방법을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치료사나 환자 관리 코디네이터에게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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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일에 관하여 About My Discharge Date  뒷면으로 over… 

귀하는 뇌졸중으로 재활 병동에 

계십니다. 

예상 퇴원일이란 무엇인가요? 

예상 퇴원일이란 재활팀이 환자의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예상 퇴원일이라고 합니다. 

예상 퇴원일은 비슷한 뇌졸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의 회복에 관하여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추정합니다. 

예상 퇴원일은 병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환자가 병동에 입원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예상 퇴원일을 

결정합니다.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알아감에 

따라 예상 퇴원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입원 초기에 본인의 퇴원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재활팀과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댁에서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담당 치료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원일은 언제 확정되나요? 

환자의 재활에 필요한 것들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확정 퇴원일을 

알려드립니다. 

병실의 화이트보드에 기록된 예상 

퇴원일은 확정 퇴원일로 대체됩니다. 

 

예상 퇴원일보다 더 빨리 퇴원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환자가 집 안팎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음. 

 

퇴원 후 환자는 외래 재활을 통해 

재활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조기 퇴원하는 분들은 대개 회복이 

더 빠르며 재활 결과도 정시 퇴원과 

같거나 더 좋습니다. 
화이트보드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