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과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원격 진료가 내 아이에게 좋은 진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나요?  

답변 

아이를 치료할 대는 대면으로 하는 것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화상 

진료와 귀하의 소아과 의원(“메디컬 홈”이라고도 불립니다)에서 사용하는 다른 원격 

진료 툴이 좋은 진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에게는 다른 식으로는 접할 수 

없는 고품질의 소아과 진료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병원 

자녀가 소아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데 귀하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원격 진료를 

통해 귀하가 전문의와 원격으로 연결됩니다. 

비상 상황. 시골과 같이 많은 지역에는 비상시에 아이를 치료하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현장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소아전문 센터나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소아 전문의와 즉시 연결되면, 의료진이 아이 

상태를 안정시키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래 진료.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귀하가 전문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고 지역 병원에 가서 원격으로 의사와 연결되어 진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수 서비스.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 치료, 언어 치료, 청력 검사, 영양 상담 그리고 보통 

자녀와 부모가 먼 거리를 여행해 받을 수 있는 다른 특수 서비스를 화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 학교 간호사가 감염, 패혈성 인두명, 삔 발목 그리고 흔한 감기와 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와 화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모도 이 화상 

진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 소아과 의사를 직접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학교 간호사가 알아내는 데 이런 가상공간 진료가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이런 유형의 원격 진료가 대면 진료가 필요 없는 일부 검사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만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자주 쓰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컴퓨터와 같이 귀하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해 소아과 의사와 연결되면, 의사가 급하지 않은 흔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모두가 소아과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아과 의원에 원격 진료를 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화상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면 진료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상 진료 동안에 의사가 귀하의 자녀를 보고 귀하에게 

자녀의 증상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툴을 이용해 화상으로  자녀를 

검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카메라와 인터넷 혹은 무선 인터넷을 갖춘 기기면 

어떤 것이든지 원격 진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이나 학교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검진을 위해 고품질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에서 참여하는 원격 진료의 경우 

귀하의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면 됩니다.  

청진기. 병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진료 프로그램은 청진기를 갖추고 있어 

의사가 원격으로 자녀의 심장과 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계는 곧 

집에서 하는 원격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검이경. 이 기계는 자녀의 귀안을 들여다보고 중이염이 있는지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초음파 및 다른 영상 촬영. 병원에서 하는 원격 진료 프로그램은 소아과 전문의가 

원격으로 볼 수 있도록 초음파 같은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화상 진료를 통해 자녀의 활동 상태, 호흡, 사회적 교류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화상 진료를 통해 자녀를 진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의사가 생각하면, 의사가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어전트 케어나 응급실에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화상 원격 진료는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다루는 교육을 받지 않은 원격 진료 의료진은 피하십시오. 교육도 받았고 자녀를 

진단하고 다룰 수 있는 툴을 갖추고 있으며 귀하의 가족과 이미 관계를 맺은 의료 

전문가를 선택하십시오. 원격 진료를 보려고 할 때는 소아과 전문의가 항상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세 정보 : 

• 원격 진료 101: 자녀의 건강에 대해 알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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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커프만, MD, FAAP는 대한 미국소아과학회의 원격 진료 부문 집행 위원회 

위원입니다. 또한, 닥터 커프만은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머시 클리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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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양질의 소아과 원격 진료 연구를 하는 여러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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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lthychildren.org/English/family-life/health-management/Pages/Telehealth-101.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