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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란 무엇인가요? 

원격의료는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담당 의료제공자와 

만나는 진료 예약 유형입니다. 진료는 화상 통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Fred Hutchinson 암 

센터의 의료 제공자들은 Zoom을 통해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규정을 준수하는 영상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Zoom은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MyChart 계정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yChart는 

의료 기록, 진료, 청구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입니다.  

 

필요한 사항 

원격의료 진료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 Zoom 앱 

• 인터넷 연결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시려면, zoom.us/test를 방문하여 테스트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Zoom 앱을 얻는 방법  

Zoom 앱이 아직 없는 경우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전화하기 최소 20분 전에 다운로드 

작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은 무료 제공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장치 다운로드 지침 앱 이미지 

iPad 또는 iPhone Apple 앱 스토어에서 Zoom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Android 폰 또는 

태블릿 

Google Play에서 Zoom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Zoom 또는 MyChart 관련 기술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UW MyChart Support에 (206) 

520-5151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zoom.us/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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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한 원격의료 진료 방법 

1단계: 진료 준비  

•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진료 최소 20분 전에 Zoom을 다운로드하여 테스트합니다.  

• 장치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거나 100%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적절한 조명이 드는 조용한 장소에 앉습니다.  

• 가능한 경우, 진료를 위해 사적인 공간을 찾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헤드폰을 사용합니다.  

• 진료 시 MyChart 앱을 사용하는 경우 팝업 차단은 비활성화합니다. 

o iPhone 및 iPad에서 팝업 차단을 사용 안 하는 방법: 

1. 'Settings(설정)'를 

탭합니다. 

2. 'Safari(사파리)' 앱을 

탭합니다. 

3. 'Block Pop-ups(팝업 차단)'를 

끕니다. 슬라이더는 

회색이어야 합니다. 

 

  

o Android 휴대폰 및 태블릿에서 팝업 차단을 사용 안하는 방법: 

1. 'Chrome(크롬)' 앱을 엽니다. 2.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 개의 수직 

점인 '더보기'를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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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ttings(설정)'를 탭합니다. 4. 'Site settings(사이트 설정)'를 

탭합니다. 

  
 

5. 'Pop-ups and Redirects(팝업 및 

리디렉션)'를 탭합니다. 

6. 'Pop-ups and Redirects(팝업 및 리디렉션)' 

옆의 슬라이더를 탭하여 팝업을 

허용합니다. 'Allowed(허용)'이라는 

단어가 'Pop-ups and Redirects(팝업 및 

리디렉션)' 아래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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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Zoom 시작  

MyChart 앱을 사용하는 경우 

1. MyChart 앱으로 이동하여 로그인합니다. 

2. 'Visits(진료)' 아이콘을 탭합니다.  

  

iPhone/iPad Android 휴대폰/태블릿 

3. 녹색 카메라 아이콘을 탭합니다. 4. 'Join video visit(영상 진료 참여)'를 

탭합니다. 이제 Zoom이 시작됩니다. 

  

iPhone/iPad 

Android 휴대폰/태블릿 

 iPhone/iPad  

Android 휴대폰/태블릿 

 



6 

5. Zoom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및 성을 입력합니다. 

 

MyChart가 없는 경우: 

1. 진료 알림 이메일 또는 수신하신 이메일 중 Fred Hutch 일정관리팀에서 귀하의 

원격의료 진료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찾습니다.  

2.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진료에 참여합니다. 이제 Zoom이 시작됩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Zoom 앱을 사용하여 링크를 열도록 선택합니다.  

4. Zoom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 및 성을 입력합니다.  

 

MyChart 및 비 MyChart 사용자 모두의 경우: 

의료 제공자가 진료에 참여할 때까지 '대기실(Waiting room)'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대기실은 아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입장하는 데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제공자가 다른 진료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최대한 조속히 귀하와의 진료에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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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오디오 연결 

의료 제공자가 진료에 참여하면 오디오에 연결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Wifi or Cellular Data(와이파이 또는 셀룰러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iPhone/iPad  Android 휴대폰/태블릿  

• 'Dial in(다이얼 인)'을 선택하면 번호 목록이 나타납니다. 전화할 번호를 선택합니다(목록 

중 아무거나 사용 가능).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회의 및 참가자 ID를 입력합니다.  

4단계: 카메라와 마이크 켜기 

마이크, 스피커 및 비디오가 '켜져' 있지 않으면 말하거나 듣거나 의료 제공자를 볼 수 

없습니다. 비디오와 마이크를 켜려면 도구 모음에 액세스합니다. 

• Zoom 회의 제어 도구 모음이 나타나게 하려면 화면을 탭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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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모음의 마이크 및/또는 카메라 아이콘에 빨간색 선이 있으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빨간색 선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및/또는 카메라가 켜집니다.  

 
 

5단계: 원격의료 진료 시작  

이제 원격의료 진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귀하를 보거나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제공해 주신 전화번호로 귀하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사용하시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기를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attlecca.org/patients/telehealth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또는 MyChart 관련 기술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UW MyChart 

Support에 (206) 520-5151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attlecca.org/patients/tele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