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및 외래 환자 절차
아래의 "고객 정보 사용 및 부인"을 주의 깊게 읽어 정보를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소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는 COVID-19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SARS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의사와 병원은 응급 상황이 아닌 많은
수술이나 시술을 연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직원은 많은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에 마스크, 가운 및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
물품들은 모두 공급이 부족했으며 COVID-19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원들이 필요했습니다.

•

환자는 COVID-19에 감염되고서도 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는 직원과 다른
환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

COVID-19에 감염된 일부 중증 환자들은 호흡기를 이용해 호흡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실의 호흡기를 사용하여 COVID-19 환자들의 호흡을 도왔습니다.

일반
현재 의료진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COVID-19 백신을 맞았는지, COVID-19에 감염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

의사가 지시하는 경우 COVID-19 검사를 받으십시오.

•

원격 의료든 직접 방문하는 경우든 수술 준비에 필요한 모든 예약 시간을 지킵십시오.

•

COVID-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지 않았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o

수술일까지 자가격리.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COVID-19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o

가능하면 다른 방에 머물고 별도의 욕실을 사용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식료품, 약 또는 기타 물품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o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천으로 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과 1.8m(6ft) 이상 거리를 둡니다.

•

최소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비누와
물이 없을 때는 60% 이상 알코올이 함유된 알코올 기반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최소
20초 동안 소독제로 손을 문지르십시오.

•

증상을 확인하고 100.4°F(38°C) 이상의 열, 오한, 기침이 있으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수술 또는 시술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전하고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당일에는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

처음 도착했을 때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나 증상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 검사를 통해 환자가 건강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착용할 마스크를 받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도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혼자오거나 매우 제한된 수의 사람과 와야 합니다.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고자 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문의하십시오.

•

아프거나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다른 날짜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면이나 전화 통화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행된 시술이나 수술에 따라 집에 가거나 병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보호자와 함께 이를
검토합니다.

•

원격 의료 방문이나 직접 의사 방문 중 하나를 이용하거나 둘 다 이용합니다.

소비자 정보 사용 및 부인:
이 정보는 특정 의료 자문이 아니며 의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
약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태, 질병, 부상, 검사, 시술, 치료, 치료법, 퇴원 지침 또는 생활방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치료 선택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의사의 자문, 지침 또는 권장 사항을 수락할 때의 결정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교육 수준은 담당 의사만이 갖추고
있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know/clinical-effectiveness-terms
Last Updated 4/13/22

© 2022 UpToDate, Inc. and its affiliates and/or licensor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