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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dois prendre votre pouls.
나는 당신의 맥박을해야합니다.

Je dois prendre votre tension artérielle.
나는 당신의 혈압을해야합니다.

je dois prendre votre température.
나는 당신의 온도를 가지고해야합니다.

Je dois prendre votre fréquence respiratoire.
나는 당신의 호흡을해야한다.

Je dois vous faire une prise de sang.
난 당신이 혈액 검사를해야합니다.

Je dois vous poser une perfusion.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주입을 요청해야합니다.

Je dois refaire votre pansement.
나는 당신의 드레싱을 다시 실행해야합니다.

Je dois vous faire une piqûre.
나는 당신에게 주사를주고있다.

Je viens faire votre toilette.
나는 당신의 화장실에 온다.

Vous ne devez pas boire.
당신은 마시지한다.

Vous ne devez pas manger.
당신은 먹지한다.

Vous ne devez pas fumer.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한다.

Vous ne devez pas vous lever.
당신은 일어나 필요가 없습니다.



Je vous donne des médicaments.
나는 당신에게 약을 제공합니다.

Je vous donne des antalgiques.
나는 당신에게 진통제를 제공합니다.

Vous allez avoir :
당신은해야합니다 :

une radio 라디오

une échographie 초음파

un scanner 스캐너

un plâtre 석고

un pansement 드레싱

C’est la sonnette pour nous appeler.
그것은 우리를 호출하는 종이다.

Ce sont les boutons pour allumer ou éteindre la lumière.
이들은 또는 빛을 켜고 끌 수있는 버튼입니다.

Ce sont commandes pour monter ou descendre le lit.
이들은 올리거나 침대를 낮출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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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신이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할 수있는 작품이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먹고 싶다. 나는 마시고 싶어.
Je veux manger. Je veux boire.

나는 소변을합니다. 나는 똥 싶다.
Je veux uriner. Je veux déféquer.

아파요. 나는 무서워.
J’ai mal. J’ai peur.

나는 뜨거운 해요. 나는 추워요.
J’ai chaud. J’ai froid.

나는 구역질이있다. 나는 구토.
J’ai des nausées. J’ai vomi.

어지러워 요.
J’ai des vertiges.

나는 (내가 소변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Je voudrais être changé (j’ai uriné).

나는 침대에서 정착되고 싶지
Je veux être réinstallé dans mon lit.

나는 정보를 원한다.
Je voudrais des inform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