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관련 주의사항
노스사이드 병원 둘루스
수술 72 시간 이전:
• 입원전 검사 담당 간호사로부터 전화평가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예약을 위한 연락을 받
을 것이며, 이는 수술 72 시간내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이 검사는 당신이 차안에 승차한 가운데 AIMP 및 스트릭랜드 시설 뒷편에서 실시됩니		
		
다. 이 두 시설은 665 Duluth Highway, Lawrenceville, GA 30046 에 위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행방식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 검사후, 반드시 수술 당일날까지 자가격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 담당자로부터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통보를 받을 것이며 필요한 추후 의료
처방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 노스사이드 사전 등록 및 재정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술 하루전까지 모든 재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수술 24시간 이전:
•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문사항 등을 위하여 수술 하루 전날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
게 될 것입니다.

수술 당일:
• 환자 본인과 방문자 한명은 병원 정문 입
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노스사이드
병원 둘루스 Day Surgery 의 지정 통로를
이용해주십시오. (우측 지도에서 외래환자
센터 통로 참조.)
• 센터 입장시, 환자와 방문자는 사전 검사와
마스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만약 이상 증상
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술은 취소됩니다
• 대기실은 방문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보장을 위하여 설정 및 모니터링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행방식
수술 예정 환자
환자 본인과 가족, 의료진 및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스사이드 병원에서는 수술 3일전/72
시간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예약제로만 진행됩니다. 전화 인터뷰중에
PAT 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날짜 예약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AIMP/SFMC 는 환자의 예약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검사결과가 양성반응일 경우에만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검사를 위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
•
•

운전 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건물 뒷편으로 오셔서, 검사 대기를 위해 표지판 내용에 따라주십시오.
차안에 승차중이여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차내의 인원수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차안에 승차해 계시면, 간호사가 직접 와서 체온를 재고, 검사관련 사항들을 물어본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코 면봉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에 관련된 질문이나 검사 시설 위치에 대한 문의는 678-312-7536으로 전화해주십시오.

COVID Testing Site
for Surgical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