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상선 수술 환자 입원 안내문

1. 입원예정일
     가. 귀하의 입원예정일은 대략 (      ) 월  (      ) 주 정도 예상됩니다.

     나. 병원의 특성 상 입원예정일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 최종 입원일은 입원 전 담당자가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라. 개인 및 가족 스케줄 (휴직, 병가, 휴가 등)은 반드시 담당자와 최종 입원예정일을 확인 후 조정하십시오.  

          ☎ 02-2072-0679

2. 수술 전 검사 
     가. 수술 전 기본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상선CT, 갑상선초음파 

               2) 혈액검사, 소변검사

               3) 흉부 및 목 일반 촬영(X-ray)

               4) 심전도

               5) 폐기능검사 (60세 이상 및 폐질환 병력이 있는 분)

               6) 심장초음파 (70세 이상 및 심장 질환 환자,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았던 분)

               7) 단일광자단층촬영 (부신 및 부갑상선 수술 환자) 

               8) 자기공명영상촬영 (부신 수술 환자)

               9) 이비인후과 진료 및 음성검사 (갑상선 및 부갑상선 수술 환자)

               10) 기타 (개인의 현재 및 과거 질환 유무에 따른 추가 검사 및 진료) 등 

     나.  수술 전 검사는 개인의 상태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약 검사 : 갑상선CT,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단일광자단층촬영, MRI, 추가 진료 등은 예약된 날에만 가능합니다.

               2) 비예약 검사 :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및 목 일반 촬영, 심전도, 폐기능 검사 등은 예약이 필요 없으며 예약된 검사를 하러 병원을 방문하는 날 같이 시행하면 됩니다.

               3) 금식이 필요한 검사: 혈액검사(검사 전 8시간), CT(검사 전 6시간), MRI(검사 전 6시간) 등의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며 검사 전 금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 수술 전 검사예정일은 병원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라. 수술 전 검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갑상선외과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02-2072-0679

3. 입원 절차 
     가. 입원실
               1) 입원실은 1, 2, 3, 5~6인실 중 희망 할 수 있으나 입원 당일 병실 상황에 따라 배정되므로 미리 원하는 병실을 예약 할 수 없습니다.

                  단, 특실의 경우 사전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병실료는 병실에 따라 1일 기준 1인실 (    ) 만원, 2인실 (    ) 만원, 3인실 (     )만원, 5~6인실 (    ) 만원입니다.

     나. 입원 기간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평균 4박 5일 정도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 입원 절차
               1) 입원 시간 : 평균 1시~5시 사이이며 개인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확한 입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연락하여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 02-2072-0679

               2) 입원 절차

                              (1) 입원 당일 오전 11시~12시 정도 외과 입원사무실에서 입원 시간과 수속절차에 대해 연락을 드립니다. 

                              (2) 안내 받은 창구(본관 2층이나 갑상선센타 2층 또는 공휴일인 경우 본관 2층이나 암병원 3층 입원수속실)를 방문하여 수속 후 해당 병실로 입원합니다.

                              (3)입원 준비물 : 물컵, 세면도구, 슬리퍼, 화장지, 속옷, 개인 소지품, 보호자 침구류 등 (전열 기구 사용 금지! 인터넷 사용 가능(Wi-Fi 주소  SNUH_guest))

                              (4)주차 

                                     입·퇴원 시 4시간만 무료 

                                     1인실의 경우 1일 4시간씩 무료

                                     정기권 3일에 5만원, 차가 안 나간 경우 1일에 5천원 추가 부담(정기권은 주차관리소에서 구입 가능)

4. 수술 전 주의 사항
     가. 금주, 금연 (최소 한 달 전부터)

     나. 민간요법이나 한약 복용 중지

     다. 감기 조심

     라. 복용중인 약물 중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개인의 상태에 따라 5~7일 간 복용중지 
               1)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 후 중단 시기를 조정합니다.

               2) 대표 약물 ; 아스피린, 어린이로날정,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 플라빅스, 크리드 정, 프레탈 정, 와파린, 타나칸, 타나민, 기넥신 등

5. 수술 환자 교육 및 홈페이지 안내
     가. 서울대학교병원 갑상선외과 공개강좌
               1)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단, 공휴일은 휴강)

               2)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2층 교육실

               3) 대상 : 갑상선 수술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

               4) 내용 :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전문의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5) 참가비 : 무료

               6) 사전 예약 : 무 (단, 참석 전날 교육 진행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02-2072-0679)

     나. 서울대학교병원 갑상선외과 홈페이지 
               1) 인터넷 주소 : www.ethyroid.co.kr

               2) 온라인상담 신청 (3일 이내 개인 이메일로 답변해 드립니다!)

                              (1) 갑상선 치료 관련 모든 문의 사항 질문 가능

                              (2) 언제나 상담 가능 : 담당자 ☎ 02-2072-0679 통화량이 많아 전화가 안 될 경우, 담당자 부재(회의, 교육, 공휴일 및 휴가 등)중으로

                                  통화가 안 될 경우에도 온라인상담은 언제나 가능!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갑상선외과 -



1. 입원예정일
     가. 귀하의 입원예정일은 대략 (      ) 월  (      ) 주 정도 예상됩니다.

     나. 병원의 특성 상 입원예정일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 최종 입원일은 입원 전 담당자가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라. 개인 및 가족 스케줄 (휴직, 병가, 휴가 등)은 반드시 담당자와 최종 입원예정일을 확인 후 조정하십시오. ☎ 

          ☎ 02-2072-0679

2. 수술 전 검사 
     가. 수술 전 기본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상선CT, 갑상선초음파 

               2) 혈액검사, 소변검사

               3) 흉부 및 목 일반 촬영(X-ray)

               4) 심전도

               5) 폐기능검사 (60세 이상 및 폐질환 병력이 있는 분)

               6) 심장초음파 (70세 이상 및 심장 질환 환자,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았던 분)

               7) 단일광자단층촬영 (부신 및 부갑상선 수술 환자) 

               8) 자기공명영상촬영 (부신 수술 환자)

               9) 이비인후과 진료 및 음성검사 (갑상선 및 부갑상선 수술 환자)

               10) 기타 (개인의 현재 및 과거 질환 유무에 따른 추가 검사 및 진료) 등 

     나.  수술 전 검사는 개인의 상태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약 검사 : 갑상선CT, 갑상선초음파, 심장초음파, 단일광자단층촬영, MRI, 추가 진료 등은 예약된 날에만 가능합니다.

               2) 비예약 검사 :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및 목 일반 촬영, 심전도, 폐기능 검사 등은 예약이 필요 없으며 예약된 검사를 하러 병원을 방문하는 날 같이 시행하면 됩니다.

               3) 금식이 필요한 검사: 혈액검사(검사 전 8시간), CT(검사 전 6시간), MRI(검사 전 6시간) 등의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며 검사 전 금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 수술 전 검사예정일은 병원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라. 수술 전 검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갑상선외과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02-2072-0679

3. 입원 절차 
     가. 입원실
               1) 입원실은 1, 2, 3, 5~6인실 중 희망 할 수 있으나 입원 당일 병실 상황에 따라 배정되므로 미리 원하는 병실을 예약 할 수 없습니다.

                  단, 특실의 경우 사전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병실료는 병실에 따라 1일 기준 1인실 (    ) 만원, 2인실 (    ) 만원, 3인실 (     )만원, 5~6인실 (    ) 만원입니다.

     나. 입원 기간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평균 4박 5일 정도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 입원 절차
               1) 입원 시간 : 평균 1시~5시 사이이며 개인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확한 입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연락하여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 02-2072-0679

               2) 입원 절차

                              (1) 입원 당일 오전 11시~12시 정도 외과 입원사무실에서 입원 시간과 수속절차에 대해 연락을 드립니다. 

                              (2) 안내 받은 창구(본관 2층이나 갑상선센타 2층 또는 공휴일인 경우 본관 2층이나 암병원 3층 입원수속실)를 방문하여 수속 후 해당 병실로 입원합니다.

                              (3)입원 준비물 : 물컵, 세면도구, 슬리퍼, 화장지, 속옷, 개인 소지품, 보호자 침구류 등 (전열 기구 사용 금지! 인터넷 사용 가능(Wi-Fi 주소  SNUH_guest))

                              (4)주차 

                                     입·퇴원 시 4시간만 무료 

                                     1인실의 경우 1일 4시간씩 무료

                                     정기권 3일에 5만원, 차가 안 나간 경우 1일에 5천원 추가 부담(정기권은 주차관리소에서 구입 가능)

4. 수술 전 주의 사항
     가. 금주, 금연 (최소 한 달 전부터)

     나. 민간요법이나 한약 복용 중지

     다. 감기 조심

     라. 복용중인 약물 중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개인의 상태에 따라 5~7일 간 복용중지 
               1) 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 후 중단 시기를 조정합니다.

               2) 대표 약물 ; 아스피린, 어린이로날정, 아스피린 프로텍트 정, 플라빅스, 크리드 정, 프레탈 정, 와파린, 타나칸, 타나민, 기넥신 등

5. 수술 환자 교육 및 홈페이지 안내
     가. 서울대학교병원 갑상선외과 공개강좌
               1)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단, 공휴일은 휴강)

               2)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2층 교육실

               3) 대상 : 갑상선 수술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

               4) 내용 :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전문의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5) 참가비 : 무료

               6) 사전 예약 : 무 (단, 참석 전날 교육 진행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02-2072-0679)

     나. 서울대학교병원 갑상선외과 홈페이지 
               1) 인터넷 주소 : www.ethyroid.co.kr

               2) 온라인상담 신청 (3일 이내 개인 이메일로 답변해 드립니다!)

                              (1) 갑상선 치료 관련 모든 문의 사항 질문 가능

                              (2) 언제나 상담 가능 : 담당자 ☎ 02-2072-0679 통화량이 많아 전화가 안 될 경우, 담당자 부재(회의, 교육, 공휴일 및 휴가 등)중으로

                                  통화가 안 될 경우에도 온라인상담은 언제나 가능! 

6. 주요 연락처
     가. 수술일정, 수술 전 검사, 입원 및 수술 관련 문의 ☎ 02-2072-0679

     ☎ 상담 가능한 시간

     나. 외래 진료 및 검사 예약 변경 ☎ 1588-5700

     다. 갑상선센타 외래 진료 및 검사 관련 문의 ☎ 02-2072-7520

     라. 방사성요오드 치료 관련 문의 ☎ 02-2072-7332

요일 월

오전

오후

9:00~12:00

1:00~ 6:00

O

O

화

O

O

수

O

오후4~6시

부재(회의)

오후4~6시

부재(회의)

목

X

금

O

O

시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