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le Health 수혜자를 위한 원격의료 안내 
COVID‐19	펜데믹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COVID-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Health Care Authority (HCA)와 Washington Apple Health (Medicaid) 관리 
의료 기관들은 COVID-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수혜자와 가족, 의료 제공자의 보건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telehealth)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telehealth)가	무엇인가요?	
원격의료는 의료 제공자가 전화, 이메일 또는 
비디오로 환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원격의료로	진찰을	받을	때	개인	의료	정보	
보호를	받습니까?	
귀하와 의료 제공자가 승인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의료를 수행한다면 개인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방이나 공간에서 전화로 진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Apple	Health	가입자입니다.	저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격의료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내원을 하는 대신에 
원격의료로 진찰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차 의료 제공자나 각종 
전문의, 가정 건강 관리 제공자, 물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작업 치료사, 행동 건강 관리 제공자, 응용 
행동 분석가, 치과의사를 비롯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서 
원격의료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속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의료 제공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으십시오.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내원이 
필요한지 혹은 원격의료로 진찰을 해도 될지 
결정하기 위해 질문을 드릴 것이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환자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원격의료 예약 방법은 

내원 예약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 제공자 측에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2시 예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식으로 
안내합니다. 

 
가정 건강, 치료 요법,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에 관한 
정기 예약 환자이신 경우에도 원격의료 예약으로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예약할	때	통역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약할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의료 제공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ca.wa.gov/interpreter-services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Apple	Health	의료	보험	미가입자이며	이	
의료	보험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Apple Health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가 의료 보험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보십시오 

 온라인: wahealthplanfinder.org 
 전화: 1-855-923-4633 

 
Apple Health 가입이 거부되신 분은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 연락해 COVID-19 검사와 치료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의료	예약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전화기나 컴퓨터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기할 수 있게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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