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IENT & CAREGIVER EDUCATION

MSK 원격 의료 방문
여기서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격 의료 방문이 무엇인지
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격 의료 방문이란?
원격 의료 방문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에게 진료
를 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원격 진료 방문은 환자와 의료진이 컴
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해서 서로 보고 대화하며 진행
됩니다. 의료진은 비디오(그림 1 참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는 녹화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원격 의료 방문의 이점
원격 의료 방문의 이점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MSK로 내원하는 대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MSK를 찾아올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지 여부는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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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를 방문하느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MSK를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지 근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직
접 진료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MSK(Memorial Sloan
Kettering)에서는 정신과, 유전학, 완화 치료, 골수 이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년 동안 원격 의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거
의 모든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보였으며 원격 의료 방문을
통한 진료의 질이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환자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나요?
예. 원격 의료 방문은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즉, 의료진을 직
접 방문할 때와 동일하게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원격 의료 방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MSK에서 원격 의료 방문 일정을 잡
아드립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컴퓨
터 또는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를 사용해서 또는 몬머스, 나
소, 웨스트체스터 등 현지 MSK에서
원격 의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비디오에 보이는 의료진

또한 친구나 가족 또는 통역사가 원
격 의료 방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료실 조정 담
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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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원격 의료 방문
집이나 직장에서 원격 의료 방문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 방문에 필요한 앱 또
는 소프트웨어를 의료진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원격 의료 방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etting Ready for Your Telemedicine Visit Using MSK
Telemedicine (https://cdn.mskcc.org/cancer-care/patienteducation/msk-telemedicine)
Doximity 환자 자료

원격 의료 방문 준비하기: 개인용 컴퓨터(PC), Apple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에서 Cisco Jabber Guest 사용
방문 전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MyMSK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이 환자 대신 MyMSK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의료 방문에 간병인이 참여하게 하
십시오. 원격 의료 방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Tips for Your Telemedicine Visit (https://cdn.mskcc.org/cancercare/patient-education/tips-your-telemedicine-visit)을 참조하십
시오.
원격 의료 방문 진료비는 직접 병원을 찾았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원격 의료 방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의료
보험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지 MSK에서 원격 의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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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MSK에서 원격 의료 방문을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해당 MSK
를 찾아가야 합니다. 체크인하면 직원이 검사실로 안내해 드립니
다. 검사실에는 비디오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
호를 위해 문을 닫으며 간호사가 검사실에 함께 있게 됩니다. 간호
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시스템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약
시간이 되면 간호사가 터치 스크린을 사용해서 의료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연결하는 동안 의사쪽 진료실 조정 담당자가 화면
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큰 비디오 모니터에 의료진이
보이게 되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얘기할 때 직접 의사를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화면을 응시
해 주십시오. 의료진을 보거나 의료진의 얘기를 듣는 데 문제가 있
다면 검사실로 안내한 간호사나 진료 조정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원격 의료 방문이 끝날 무렵 의료진이 다음번 예약이나 혈액 검사와
같은 후속 지침을 드릴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전화로 방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
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원격 의료 방문 중 언제든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편감이 느껴지면
의료진에게 얘기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검사실 뒤쪽 벽면에 있
는 빨간색 통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의사가 원격 의료 방문을 통해 병을 진단할 수 있나
요?
원격 의료 방문 중 많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정도를
확인하거나 통증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료진이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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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도 비디오가 좋은 검사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
이 환자의 방문 이유를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원격 의료 방문은 환
자를 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원격 의료 방문이 의료 기록에 남게 되나요?
예. 의료진이 직접 병원을 찾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 내용을
의료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피드백 조사
원격 의료 방문 후 며칠 뒤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환자의 피드백
은 MSK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피드백은 환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a member of your
healthcare team directly. If you're a patient at MSK and you
need to reach a provider after 5:00 PM, during the weekend,
or on a holiday, call 212-639-2000.
For more resources, visit www.mskcc.org/pe to search our
virtu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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