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정보**

영문이름 한글이름

소셜번호 성별/결혼여부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보호자 인적사항 (환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기재해주세요) **

영문 이름 한글이름

소셜번호 성별/결혼유무 생년월일

자택번호 직장번호

주소
미성년 자와의 관계 이메일

**보험정보**

치과보험 환자와의 관계
가입자 이름 가입자 생년월일 가입자 소셜 번호

그룹 아이디 멤버아이디

**치과 진료내력**

치과 방문 이유

마지막 치과 방문 날짜

상담받고 싶은 치료

저희 병원을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최근, 2년동안 입원하셨거나, 응급실에 가신적이 있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셨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담당의사분이 계시면 아래에 꼭 기재해 주세요**

내원이유:
담당의사 이름: 연락처:

**복용 중 이신 약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전부기재해주세요 **



**아래는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 기록 사항 기입란 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성심 성의껏 답해주세요**

● 담배를 피시나요? 예       /      아니요

● 음주를 하시나요? 예       /      아니요

● 컨텍 렌즈를 착용 하시나요? 예       /      아니요

● 코카인 등 다른 마약류를  사용하셨거나 사용 중 이신가요? 예       /      아니요

●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나알레르기가 있으신 가요? (있으실 시,

옆 란에 자세히 기입해주세요)

● 머리나 목에 큰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 가요? 예       /      아니요

● (여성환자분의 경우) 임신을 하셨거나 임신을 계획 중 이신 가요? 예       /      아니요

● (여성환자 분의 경우) 현재 수유 중 이신가요? 예       /      아니요

** 아래 질환들에 해당 사항이 있을 시반드시체크 해주세요**

고혈압 심장병 중풍 관절염 페이스메이커

저혈압 두통 숨가쁨 체중증가/감소 인공관절

심장마비 협심증 기침 청각문제 메스꺼움

류마티스(열) 무기력증 미열 인두염 근육통

부종 빈혈 결핵 피부발진 독감

천식 폐기종 방사선 우울증 전염성질환

실신/발작 암 녹내장 신장병 복통

당뇨 통풍 간염 성병(HIV etc..) 정신질환

*HIPAA (The Hea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에의하면
환자의건강정보가보호받도록되어있습니다.환자의치료나보험혹은치료비
청구등을위하여환자의건강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허가합니다.환자자신이본인의
건강기록을보호할권리가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환자 이름:
날짜:



서명:

**진료비 납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동의한에 서명해주세요.**

저희 뉴바이트 치과를 찾아주셔서감사합니다.

환자분께서는 당일 완료 진료, co-pay를진료 받으시는 당일 완납하셔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진료 후 지불이 거절될 시, 환자분께서 잔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보철과 관련된 진료는 끝나기 전에반드시 완불하셔야 합니다.

예약을 지키 시지 않으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예약변경은 48시간 이전에

알려주셔야합니다.

환자 이름:

날짜:

서명:



INFORMED CONSENT FOR GENERAL DENTAL PROCEDURES

모든 환자분께는 치과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치료 전후와 치료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료과정과 그 후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상세히 인지하시고 필요 한 경우, 의사와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상담하거나 혹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기 전, 받으시는 동안, 그리고 치료후에 저희 뉴 바이트 치과 의료진에게 정확한 병력 (medical history)에 대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담당의사와 의료진이 알려드리는 치료 전/후의 주의사항, 약 복용 방법, 다음 진료예약 등에 대한

설명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밑 란에 서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동의하시기 전에는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과정에는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검사와 엑스레이 (x-ray):전반적인 치아건강과 충치, 치주질환,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스케일링을 동반한 주기적인 검사

(examination) 가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위해 엑스레이 (x-ray) 검사가 이뤄집니다

● 스케일링 (cleaning):스케일링은치아의 표면에서 접합상피의 상부에 있는 플라그(plaque)/치석을제거하여 구취제거 및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미량의 출혈이 있는 것은 일반적이나,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과다 할 시 반드시 담당 치과에 알려야 합니다.

● 치주치료 (periodontal treatment):치주질환은 치은염과 치아 골소실(bone loss)을 유발, 최악의 경우 치아손실(tooth loss)을

일으키는 감염 질환입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의료진이 치주질환을 발견할 시, 추가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스케일링 도중 치주질환이 발견될 시, 의료진은 스케일링은 전면 중단하고 gum line 아래의 클리닝과 항생제 주사 등이

포함된 치료 계획을 환자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만일 수술이나 발치 등이 필요할 시,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한 칫솔질 방법과 올바른 치실 사용, 건강한 식단과 금연 등의 생활 습관의 개선이 치료 성공의

핵심입니다. 딥 클리닝 (deep cleaning) 이후의 미량의 출혈은 일반적이나,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과다 할 시

반드시 담당 치과에 알려야 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치주질환은 장기적인 치아 치료의 성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계획의 변경 (changes in treatment plan)

나 (환자 본인)는 검사 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증상에 의해서 의료진의 치료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환자 본인)는

의료진에게 치료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권리를 허락합니다.

알레르기 (allergy)/약 (medication)

나 (환자 본인)는 뉴 바이트 의료진에게 알레르기와 부작용이 있는 약물에 대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항생제, 진통제 등의

처방된 약들이 부어오름, 홍조, 통증, 간지럼, 구토, 과민성 쇼크 (anaphylactic shock) 등과 같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들을 함께 섭취할 시 졸음과 인지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를 동반한 치료 후 12시간 동안 (혹은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은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다루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처방 된 약들을 복용하지 않을 시 감염이나 통증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시 피임약 (oral contraceptives/birth control pills)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 (환자 본인)는 이 동의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읽었으며, 담당 의료진이 필요한 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치료의 이점과 통상적인 위험요소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습니다.

이름 (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Dat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vid-19 Assessment Form

영문이름: 한글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1. 환자분 본인 혹은 가족분들께서 최근에미국 외 다른 국가를 여행하신 적이 있으신 가요?
예  / 아니요

“예” 라고 답하셨을 시, 방문하신 국가와 여행일자를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환자분 본인 혹은 가족분들께서 최근에응급실 혹은 병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가요?
예  /  아니요

“예” 라고 답하셨을 시, 방문하셨던 날짜를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환자분 분인 혹은 가족분들께서 최근에 50명이상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예  /  아니요

“예” 라고 답하셨을 시, 방문하셨던 날짜를 적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에 코로나-19 감영 증상들 중 해당 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발열 두통 구토 숨가쁨
기침 인후통 (목구멍 통증) 호흡곤란 복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오한 설사 근육통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위에 표기된 코로나-19 감염 증상들 중
하나에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날짜에는 진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후에 증상이 없어지신 후 다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편하신 날짜에 진료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혹은 보호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혹은 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