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준비 안내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환영합니다
귀하가 받게 될 수술 기관으로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를 선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귀하는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에서 언제나 성심껏 환자의 편안암을 추구하는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귀하의 준비 절차는 어떠하며, 병원에 도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수술 이후에 세울 수 있는 진료 계획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소: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3289 Woodburn Road, Suite 100 
Annandale, VA 22003

도착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프로토콜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절차 진행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요한 전화번호:
Inova Pre-Procedural Evaluation Clinic  

(Inova 사전절차 평가 클리닉) .............................................................. 703.776.2000

금융 서비스 ............................................................................................... 703.776.6019

병원 청구요금 질문 ................................................................................. 571.423.5750

마취학 청구요금 질문 ............................................................................. 1.888.280.9533

의료기록 사무실 ....................................................................................... 703.776.3307



수술받기 전에 

• 귀하의 담당 외과의사는 수술 서비스 일정 조정관과 
함께 자신의 절차를 진행할 날짜와 시간 일정을 잡고, 
입원 기간을 결정합니다. 

• 귀하가 수술을 받기 전에 감기, 인후염, 기침, 발열, 
독감성 증상, 감염 또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발진과 
같이, 건강 상태의 변화를 겪는다면 이 사실을 담당 
외과의사의 진료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수술 날짜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 

• Pre-Procedural Evaluation Clinic (사전절차 평가 
클리닉) 직원 전화번호인 703.776.2000에 연락하여 
간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 

- 귀하의 의료, 수술, 가족 병력을 검토하고 

- 귀하에게 필요한 추가 검사가 있는지, 마취를 위한 
식단 제한이 필요한지 의논합니다

- 귀하가 방문하게 될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에 관해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평균 상담 시간은 45분 정도 됩니다. 
• 상담을 하기 전에 동봉한 사전 절차 워크시트를 

작성하세요. 
• 지시가 있다면, 귀하의 절차 준비 내용에 따라 완전히 

수행하세요.

사전 절차 검사 안내
담당 의사가 수술 전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지시한다면, 
전화 인터뷰를 할 때 Inova Pre-Procedural Evaluation Clinic 
(Inova 사전절차 평가 클리닉)에 방문하여 검사를 마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호사와 의논하세요. 방문 약속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승인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귀하를 위해 약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ova Pre-Procedural Evaluation Clinic  
(Inova 사전절차 평가 클리닉) 
Ground Floor, Professional Services Building, Inova Fairfax 
Medical Campus, 3300 Gallows Road, Falls Church, VA 
22042

수술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 – 오후 7시  
(참고하세요: 랩의 마지막 서비스는 오후 6:45에 
이뤄집니다)

다른 검사실 서비스 위치
Inova의 검사실에서는 북부 버지니아 지역 전체에 걸쳐서 랩 
작업과 검사를 위해 사전 약속을 해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 
목록이 필요하다면, 이곳에 방문하세요: inova.org/locatelab

사전 절차 검사 정보가 아래와 같이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받은 검사 어디에서 언제

사전 절차 상담 워크시트
간호사와 예정된 전화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이름 
(모든 일반의약품과 허브 보조식품 포함)

약 이름 복용량 복용 시간

마취가 필요했던 과거의 절차 목록

절차 마취제 부위/날짜

              

귀하의 담당 전문의와 주치 의료전문가의 명단 
참고 바랍니다: 심장학, 호흡기내과, 신장학, 혈액학/종양학, 신경학, 통증 
관리 전문의는 필히 작성해야 하며, 이 밖의 사람들도 귀하의 건강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단계에 관한 중요한 안내
다음 안내문은 귀하가 안전하고 편안한 외과수술과 마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안내를 주의 깊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 귀하를 차량으로 집으로 데려줄 사람과 약속하세요. 
안전을 위하여, 귀하는 진정제나 마취제를 맞은 후에 
직접 운전해서도 안 되고, 대중 교통수단을 혼자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나갈 준비가 되면 
반드시 성인 동반자가 와서 귀하를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 소화기내과 서비스 또는 안과 절차를 통한 수술을 
받는다면, 수술 과정 전체에 걸쳐 책임감 있는 성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수술 후 최초 24시간 동안은 다른 성인이 집에서 머물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기타 안내: 

마취과의사의 특별한 복약 지시: 

절차 하루 전
•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 귀하의 건강 

상태에서 어떤 변화라도 있다면 이것을 담당 
외과의사의 진료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의사에게서 별도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수술 전날 밤 또는 당일 아침에 항균 비누로 
샤워 또는 목욕을 하세요. 

다음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도착 전에는 화장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 수술 당일 아침에 양치질이나 가글을 할 수 있지만 물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 외과 의사 그리고/또는 사전절차 안내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식음료 섭취 제한을 따릅니다

☐ 귀중품과 보석류는 집에 두어야 합니다
☐   컨택트렌즈를 꼈다면 집에 두고 옵니다
☐ 귀하가 지참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 담당 의사와 수술 일정을 정할 때 사용했던 합법적인 
신분증 

☐ 건강보험 카드 

☐ 약국 카드
☐ 지불 단(수표,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전화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
☐ 안경과 안경집 (콘택트렌즈 착용 금지) 

☐ 청력보조기와 케이스; 케이스에는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 틀니 - (보관 용기가 제공됩니다)
☐ 수술 이후에 쉽게 입을 수 있는 편안하고 헐렁한 

의복 (가운이 제공됩니다)



절차 당일 
시설에 도착하면 - 체크인

• 예정된 절차 시간 보다 두 시간 전에 시설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절차
   •    외과수술 서비스 대기실에 갑니다.

- 등록 부서에서 저희 수술준비팀에게 알려서 
귀하의 수술준비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귀하의 수술준비실 준비가 끝나면, 팀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귀하를 모시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원하신다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동반자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물어볼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소변 검체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실내에 들어가면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것입니다. 

- 이때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귀하에 관한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합법적인 사진 신분증 

� 보험 카드
� 지불 단(수표,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약국 카드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수술 팀 담당자를 만날 것인데, 이 
사람은 귀하의 이름과 절차를 확인하고, 귀하의 의료 
정보를 검토하며, 귀하에게서 수술동의서를 받을 
것입니다: 

- 사전준비 간호사와 임상 전문의
- 마취과의사 그리고/또는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마취전문 간호사) (CRNA)

- 외과의사
- 수술실 간호사

•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하시고, 신경 쓰이는 내용이 
있다면 이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시작이 준비되면
• 귀하는 휠체어에 타거나 수술실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 또는 CRNA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 이때 귀하의 가족이나 동행인은 외과수술 서비스 
대기실에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기실의 평면 스크린 모니터를 보면서 귀하의 진행 
상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유지를 
위하여, 귀하에 대한 고유 식별표를 만들 것입니다.

회복과 퇴원
• 수술에서 깨어나면 귀하는 회복실로 옮겨갑니다. 
• 귀하가 깨어나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상태이고 

준비가 되면 가족 또는 동반자는 회복실(PACU)로 
들어와서 귀하와 함께 하라는 호출을 받을 것입니다.

• 귀하와 가족 또는 동행인은 퇴원 안내를 받고 
외과의사가 작성한 모든 처방전을 받을 것입니다.

• 귀하의 편의를 위해서, 퇴원하기 전에 Inova Fairfax 
Medical Campus에 있는 저희 소매 약국인Inova 
Pharmacy Plus에서 처방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다면 집으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 최소 수준의 구역질이나 구토
- 안정적인 활력징후
- 쉬운 음료 섭취가 가능함
- 소변이 가능함
- 관리 가능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음
- 차를 타고 내릴 수 있음



절차 진행 전
• 금융 서비스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도움은:

- 포괄범위와 급여의 승인
- 필요할 경우, 모든 필수적인 권한 획득
- 예상되는 모든 금융 책임의 이해
- 모든 금융 관계의 수립

• 저희들은 귀하의 자기부담금과 금융 책임과 관련하여 
귀하와 접촉할 것입니다. 지불 조정과 금전적인 
도움은 이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하와의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상되는 모든 공동 
지불금 또는 공동 보험료를 수술 당일에 지불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가 당일 이전에 어떠한 질문이라도 있다면, 
Inova Fairfax Hospital Financial Services의 연락처인 
703.776.601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수술 또는 산과/GYN 절차를 위한 선금 지불은 
703.776.6019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성형 절차에 대해서는 절차/수술 이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 마취제 비용 (Fairfax Anesthesiology Associates) – 

질문이 있거나 지불하고자 한다면 703.776.347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Inova Fairfax Hospital 시설 사용료 – 질문이 있거나 
지불하고자 한다면 571.423.5750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 후
귀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모든 잔여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받습니다 

• 외과 수술팀의 전문가들에 의한 별도 청구서를 
받습니다 

병원 청구서 

• 병원 또는 외과시술이 이뤄진 외과센터가 발부하는 
청구서로서, 제공된 외과수술 서비스에 기용된 
실무자, 공급품, 장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 청구서에 관한 질문이나 지불에 관해서는 지불 
사무소 연락처인 571.423.5750에 전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외과의사의 청구서
• 외과의사의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 이 청구서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청구서에 이름이 
적시된 외과의사와 처리해야 합니다. 

마취과의사의 청구서
• Fairfax Anesthesiology Associates는 귀하의 수술 기간 

동안 제공된 마취학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 이 청구서에 관한 질문은 703.776.3479에 직접 해야 

합니다.

소아과 환자를 위한 특별 안내
• 좋아하는 작은 장남감(인형, 블랭킷, 봉제인형 동물)을 

가져오세요.
• 모든 의복 물품은 가져오기 전에 세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절차가 있는 날 아침에는 음식섭취에 관한 의사의 

제한을 따르세요.

• 차일드 라이프는 귀하와 자녀가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 투어를 제공합니다. 투어 일정을 잡으려면 
703.776.6486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 환자는 모든 필수 입원 전 검사를 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수술 당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외과의사 앞에서 안내받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현장에 있어야 하고,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소아과 및 성인 환자를 위한 특별 안내

딱딱한 음식 맑은 액체 모유 모유가 아닌 우유/유아용 분유

절차가 8시 이전에 시작된다면 
전날 저녁 11시 이후에는 
모든 딱딱한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절차가 8시 혹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면 자정 이후에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검, 민트, 캔디 또는 아이스 칩은 
아무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착 시간 4시간 전부터 맑은 
액체 섭취를 중단합니다 

맑은 액체의 예를 들자면 물, 
탄산음료, 게토레이, 맑은 차, 
블랙 커피 등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도착 
시간 6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모유 수유는 도착 시간 8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분유에 
시리얼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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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찾는 방법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3289 Woodburn Road, Suite 100
Annandale, VA 22003
Phone: 703.226.2640
Fax: 703.226.2706 

I-495 (캐피털 벨트웨이) 경유:
북부(타이슨스) 출발:
•  갤로우스 로드/650의 #51 출구 선택.
•    램프 맨 위에서 왼쪽에 있을 것. 신호등에서 우드번 로드 방향 

직진으로 진행.
•  우드번 메디컬 파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음 바로 옆 좌측으로 

가서 빌딩 뒤편 부근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위트 
100이 있는 곳의 1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출발(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
•  갤로우스 로드/650의 #51 출구 선택.
•    램프 맨 위의 신호등에서 갤로우스 로드 방향으로 좌회전.
•  우드번 로드 방향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  우드번 메디컬 파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음 바로 옆 좌측으로 

가서 빌딩 뒤편 부근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위트 
100이 있는 곳의 1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가 
제공하는 것은:
- 대기실, 와이파이 접근 가능하고 

커피 바와 자판기 구비됨 

- 옆 빌딩에 있는 카페 인 3299 
접근 가능

- Inova Fairfax Medical Campus와 
왕복 가능한 무료 셔틀버스

- 무료 주차

Inova Woodburn Surgery Center

Inova Fairfax Medical Campus

I-495 S 51번 출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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