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진료 의사로 옮겨가는 준비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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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면서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될 때까지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중 

눈에 띄는 단계 하나가 아동을 돌보는 의사(소아과 의사)에서 성인을 돌보는 의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은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점점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자랄 때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치료에 대한 결정 대부분을 부모님이 했습니다. 성인 진료로 

옮겨가면,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의 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의사와 사적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질문을 하고, 진료 약속을 잡고, 의료 보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약을 재조제하면서 

진료 약속에 갈 준비를 합니다. 18세가 되면 여러분은 법적 성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의사가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성인을 진료하는 의사로 옮기려면 언제가 적절한지 여러분의 소아과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소아과 의원은 환자를 18세까지 보는 반면 어떤 소아과는 만 21세까지 

환자를 봅니다. 가정 의학 의사를 보는 경우, 새로운 의사로 옮겨갈 필요는 없지만 성인 중심 

진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아과 의사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로 

옮겨가는 것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겁도 나지만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이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아과 의사에게 첫 번째 

진료가 있기 전에 여러분과 새로운 성인 의사를 공동 원격 진료 형식으로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만남이 여러분과 현재 의사 그리고 새로운 의사 사이에 하는 전화 통화나 

화상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의사가 알았으면 하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장기 질병을 포함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병력에 대해 새로운 

의사가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전국 진료 전환 센터인 유연한 전환(Got Transition)에서 공동 진료 약속을 잡기 전에 여러분과 

가족이 의사에게 물어볼만한 질문 목록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아과 의사에게: 

• 성인을 진료하는 새로운 의사로 제가 몇 살에 옮겨가야 하나요?  

• 제가 진료를 볼 수 있는 성인 의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 새로운 의사에게 보여줄 의료 요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 소아 진료와 성인 진료의 차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인 의사에게: 

• 제 보험을 받습니까? 

• 병원이 어디에 있고 예약 없이 환자를 받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https://www.gottransition.org/resource/?telehealth-toolkit-joint-visit-pediatric-adult-clinicians
https://www.gottransition.org/resource/?telehealth-toolkit-joint-visit-pediatric-adult-clinicians


• 일차 의료(예: 피검사, 성적 건강, 정신 건강) 외에 어떤 진료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의사 그리고 미래의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료 전환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세 정보  

대학에 다니면서 원격 진료 받는 방법 

 

미즈 맥매너스 소개 

 

 
페기 맥매너스는 사춘기 청소년 건강 증진 전국 연맹 회장이며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진료 전환 전국 리소스 센터인 “Got Transition”(“유연한 전환”)의 공동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아동과 사춘기 청소년 건강을 위한 수많은 연방, 주 그리고 민간 기금 프로젝트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진료 전환, 의료 자금 융통, 일차 및 예방 진료 그리고 질적 향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출판물을 집필했습니다. 맥매너스 씨는 와트슨 펠로우십을 받았고 존스 

홉킨스 공공 보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닥터 화이터 소개 

 
사춘기 청소년 건강 증진 전국 연맹 선임 의료 소장이자 “유연한 전환”(Got Transition)의 공동 

소장인 페이션스 H. 화이트, MD, MA, FAAP, MACP, MACR은 성인 및 소아 류마티스병 

전문의이며 조지 워싱턴 의과 대학에서 의학 및 소아학 명예 교수입니다. 그는 진료 전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며, “진료 전환에 관한 AAP/AAFP/ACP 임상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family-life/health-management/Pages/How-to-Have-a-Telehealth-Visit-from-College.aspx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것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닥터 화이트는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와 로버트 우드 존슨 의료 정책 펠로우십 그리고 조지 워싱턴 

교육 및 인간 개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보건 자원 및 서비스국(HRSA)이 미국소아학회에 한 협력에 대한 

동의로 비정부 출처 자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총 600만 불의 기금 일부로 지원합니다. 내용은 저자의 

생각이며 HRSA, HHS 혹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입장도 아니며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Got Transition®(“유연한 전환”)은 기금 번호 U1TMC31756 아래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보건 자원 

및 서비스국(HRSA)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자의 생각이며 HRSA, HHS 혹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입장도 아니며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