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 마취 안내

mariestopes.org.au



이 가이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마취의 종류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마취의 종류는 다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하는 수술 종류
 • 여러분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클리닉 병원
 •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 개인 선호도.

국소 마취: 
마취 주사를 사용하여, 인체 일부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IV 수면 마취:
손이나 팔 뒤의 정맥에 가는 플라스틱 튜브를 삽입하기 
위해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소량의 약품이 투입되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대개 수술 중에는 의식이 
없거나, 그후에 기억나는 일이 없습니다. 

 • 의식 있는 수면 마취:  
때로는 가벼운 수면 마취 정도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졸음은 
오지만, 수술 중 다소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마취:
이것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수술 중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면 마취와 같은 방식으로 또는 가스 상태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약물이 투입됩니다. 때로는 호흡 마스크나 
호흡 튜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종류의 마취는 난관 결찰술         
(난관 묶기) 에만 사용됩니다.



IV 수면 마취 및 위험

이것은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마취 방법입니다. 
또한 IUD 삽입 및 정관 수술에 가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훈련 받은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점검하고, 마취 
종류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의사가 
여러분에게 수면 마취를 할 것이고 수술 중에 여러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마취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기 
바랍니다.

현대 마취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나, 일정한 위험이 
따릅니다.

알레르기 반응: 
여러분은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과거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여러분의 의사와 상담하세요.

기도 발작: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흡연자이거나, 
천식 환자 또는 최근에 감기나 독감을 앓았다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흡인: 
구토를 하거나, 위로부터 액체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 곤란을 가져오고 폐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금식/금주 
지시 사항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취했을 때 
흡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주는 다른 흔치 않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되는 기타 위험 사항에 대해 여러분의 
의사가 상의드릴 것입니다. 

IV 수면 마취 준비

  기억할 것: IV 수면 마취를 선택할 경우, 여러분 후견인이 반 
드시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고, 수술 다음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금식/금주 안내:
IV 수면 마취를 한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세요. 
다음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약 준비:

예약 24 시간 전 술을 마시지 마세요.

예약 6 시간 전 먹지 마세요. (사탕 및 껌 포함) 
매시간마다 소량의 물은 계속 
마셔도 됩니다. 

예약 2 시간 전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기 복용약은 저희 직원이 복용 금지를 요청 
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해도 됩니다.



IV 수면 마취 이후

다음을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IV 수면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수술 이후 여러분의 후견인이 클리닉에 와서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후견인은 여러분을 반드시 
집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혼자 
우버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수술 후 야간 여러분의 후견인은 수술 후 야간에 
여러분과 함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수술 후 24 시간 동안 운전하거나 기계를 작동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중요하거나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수면 마취 후 모유 수유

현재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면, 금식 기간 및 클리닉에 있는 기간 
동안 수유할 모유를 충분히 준비해 두기 바랍니다.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이나 폐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수술 후 정상적으로 모유 수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료 24/7 애프터케어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애프터케어  
간호사에게 1300 888 022 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24 시간 애프터케어 전
화 서비스를 통해 밤낮없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숙련된  
간호사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의 케어 
및 지원
통역 서비스: 
131 450 번에 전화해서, 
Marie Stopes Australia 
1300 003 707 
번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24/7 애프터케어:  
1300 888 022

mariestopes.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