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격진료 중요 변경사항
{FIRST_NAME}님 귀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존스홉킨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진료의 방법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 한가지가 컴퓨터와 전화로 의료인과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원격진료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이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담당 의료인이 반드시
진료를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는 팬데믹 이전의 주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약간 변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팬데믹 이전에 시행되었으나, 환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면서 안전한 진료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었습니다.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의 소재지 주의 면허를 보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 담당 의료인이 메릴랜드주 진료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격진료시 환자도 반드시 메릴랜드 주에
있어야 합니다.

원격진료 중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원 원격진료 서비스의 주 규정 준수를 위해 향후 몇달간 다음의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을 때 소재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료 예약을 할 때 환자는
원격 진료 내원시 어느 주에 있을 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담당 의료인이
환자가 위치한 주의 해당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환자가 예약 당시와
다른 주에서 있을 예정이라면 본인의 담당 의료인이 화상 진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환자 소재지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환자분에게 연락 드립니다. 이미 원격진료가
예약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환자의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료인
오피스 직원이 원격진료 전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3. 본원에서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주에서도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인들의 의료 면허 검토를 통해 화상으로 여러분들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들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저희의 약속
환자분들이 원격진료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원격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격진료에 대해 자세한 최신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스홉킨스 병원의 폴 로드만(Paul

Rothman) 학장과 케빈 소워스(Kevin Sowers) 병원장의 주 면허 규정에 관한 언급 부분도 회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존스홉킨스 병원에 여러분들의 진료를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상과 대면 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료를 맡아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스홉킨스 병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