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4일
RE: AHS와 코로나19
지역 사회 여러분께
특히 이 큰 불확실성의 시간에 AHS에 보여 주신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45년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는 문화 및 언어적으로 수준 있는 케어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우려를
포용하여 함께 지역 사회의 웰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AHS 환자들에게
현재 저희가 가진 코로나19 검사 키트 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약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이 없으시면,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좋은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알려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저희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급하지 않은 약속의 경우, 일정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지만 증상이 없을 경우,
방문하시지 말고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의심되는 경우,
방문하시지 말고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주시면, 전화상으로 여러분의 필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초진
간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시에 가장 적절한 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5. 초진 간호사와 통화하고 나면, i) 자택에 머무르거나, ii) AHS 클리닉에 찾아오는 방법
및 예약, 또는 iii) 응급실로 가도록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6. 자택에 머무르도록 안내받았을 경우, 여러분과 가족이 자택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조언과 지시를 드릴 것입니다.
7. 저희는 수 일~수 주 내에 전화 및 영상을 이용한 환자와의 상호 대화를 늘릴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드리는 말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의 공공 보건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검사에 대한 접근성 부족, 모든 수준에서의 믿을 수 있는 정보 부족, 그리고
보건 서비스가 이러한 유형의 사태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저희는 이 사태를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정 전략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밀집된 장소에서
퍼지기 쉬우므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공공 보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며,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예배와 결혼식과 같은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으로는 비누로 손을 20초 동안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며, 몸이 아플 경우 자택에 머무르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OVID19@ahschc.org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메일에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함께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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