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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대한 대응

원격 진료: 가상 진찰에 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보험 회사들은 가상 진찰에 관한 제한을 완화시켰
다. 원격 진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 원격 치료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정보
중에는 원격 진료가 보험에 포함 되는지, 개인 정보
와 개인의 건강 관련된 정보가 보호되는지 등이 포
함된다.

원격 진료 사용 및 전달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이외에도 원격진료는 물
리치료나 검사가 필요 없을 때 라이브, 혹은 휴대폰,
타블렛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통화를 통해 사용
된다. 이러한 원격진료는 처방 의사의 약처방, 그리
고 만성 질환 후속 관리, 검사 결과 확인, 수술 전 상
담, 독감이나 감기, 혹은 눈병 같은 흔한 질환 진단,
피부질환,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검진을 진행할 때
사용된다.

원격 진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번째는 담당
의사가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한 링크를 통해 원격
진료를 위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진료받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텔라닥 헬스 (Teladoc Health), 엠디라
이브 (MDLIVE), 혹은 닥터 온 디맨드 (Doctor On
Demand) 같은 원격 진료가 가능한 보험사에 소속
된 의사를 통해 진료받는 방법이다. 누구나 이런 서
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진료비는 선불로 계산하거
나,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보험사가 이런 원격 진료
회사들과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원격 진료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U.S. 뉴스
& 세계 리포트 (U.S. News & World Report)의
“초보자를 위한 원격 진료” 가 첫 원격 진료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s://health.usnews.com/conditions/
articles/a-beginners-guide-to-a-virtual-doctors-visit)

원격 진료 장단점
원격 진료의 장점들은 아래와 같다:
편리함: 나이가 많아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 장

애가 있는 환자들은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진
료를 받을 수 있다. 일이 많아 의료 진단을 위한 시
간을 할애할 수 없는 직원들 역시 이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다. 원격 진료는 멀리 있는 환자들의 가족
들이나 보호자들도 참석 할 수 있다 (환자의 동의 하
에 참석 가능).
속도: 원격 진료는 대부분 원내 진료 보다 빠르다. 짧

은 진료들은 환자들이 진료에 소비하는 시간을 절
약하는 동시에 의사들에겐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대기 시간을 줄이기도 한
다.
진료비 절약: 원격 진료는 비싼 응급실행 대신,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들이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는 모두에
게 편리하지 않다.
일부의 환자들 (특히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혹은 시
골에 사는)은 원격 진료에 필
요한 기계나 기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
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들이 있다. 예를 들어, 메디
케어는 이제스마트폰, 태블
릿, 혹은 컴퓨터가 없는 환자
들이 오디오를 통해 진료 받
을 수게 하고 있으며, 라이프
라인 프로그램 (https://www.
lifelinesupport.org/)은 해당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저렴
한 통신비 혹은 인터넷 서비
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
만 이들 중 원격 진료가 지원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보험 적용
수많은 보험사들은 원격 진
료를 팬데믹 중 적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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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발적으로 보험 사항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원
격 진료수를 늘리고 비용 분담은 줄이는 등).
일반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아닌)개인 보험이 원격
진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각 주의 보험 법에 따라
다르다. 패리티 법을 따르는 주들은 어느 건강 보험
이든 원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원격 진료 및 보험
청구가 허락한다.
하지만, 몇 몇 주들은 다른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
어, 일부의 주들은 원격 진료를 진행하기 전, 원내
진료를 통해 담당 의사와의 환자 간 관계를 성립해
야 보험사를 통해 원격 진료 신청 및 청구 할 수 있
게 한다.또 어떤주들은 작은 그룹 플랜을 통해 원격
진료를 거부 할 수 있다. 각 주의 원격 진료에 관한
법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National Telehealth
Policy Resource Center (NTPRC)” 의 온라인 웹사
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https://www.cchpca.org/
telehealth-policy/current-state-laws-and-reimbursement-policies).
패리티 법을 따르지 않는 주들의 건강 보험사들도
자발적으로 원격 진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
험사들의 보험 범위는 다른 보험 서비스와 종종 동
일하다. 예를 들어, 만
약 당신의 보험사가 정
신건강 서비스까지 포
함한다면 이는 원내 진
료와 원격 진료 둘 다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원
격 진료에 여러 요구 사
항 및 제약을 걸 수 있
다. 예를 들어, 특정 허
락된 증상들만 비디오
진료가 가능하거나, 원
격 의료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개인 보험사와
같은 수준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 (in-network 와 out-of-network의 차이).
결론: 예상 밖의 요금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 청구서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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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원
격 진료에 관한 해당 보험
사의 요구 사항 및 재약을
인지해야한다. 그러므로
진료하기 전에 꼭 보험 포
함 범위를 보험사와 확인
해야한다. 이는 보험 플랜
의 혜택 및 보장에 대한
요약을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하거나 보험사의 멤
버/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의료 카
드나 청구서,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처 확인
가능).

정부 후원 의료
프로그램
정부 후원 의료 프로그램
의 보험 정책 및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하게 된다.
금년 3월 6일부터 코로나 관련 공중 보건 비상사태
가 끝날 때까지 메디케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보험 프로그램)는 원격 진료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역에만 지원하며, 이는 장소에 상관없이 제
공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집 등). 관련 정보는 메디
케어 원격 진료 웹사이트 (https://www.medicare.gov/
coverage/telehealth)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
는 Medicare Telemedicine Health Care Provider
Fact Sheet (https://www.cms.gov/newsroom/fact-sheets/medicaretelemedicine-health-care-provider-fact-sheet), 에서 확인하거나,
혹은 해당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s://www.medicare.gov/Contacts/).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 보험 프로
그램) 또한 원격 진료 서비스 비용을 상환한다. 하지
만, 각 주 별 보험 범위 및 보험 대상을 성립할 유연
성이 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상환금 (프로그램에
서 보험사에 지출하는 금액)은 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메디케이드 수익자들의 원격 진료 유
효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주 별 메디케이드에 해
당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는 다음 웹사이트 (https://
www.cchpca.org/telehealth-policy/current-state-laws-and-reimb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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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policies) 에서 확인하거

나 아니면 메디케이드 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
능하다 (https://www.medicaid.
gov/about-us/contact-us/index.
html).

재향 군인 담당 부서
(VA) 역시 VA 메디컬 혜
택을 받고있는 참전 용사
들을 위한 비디오 진료 서
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telehealth.va.gov/) 혹은 VA 웹사
이트인 (https://www.va.gov/
landing2_contact.htm)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 역시
지역 사회 보건 클리닉을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한 지역
사회 보건 센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https://www.findahealthcenter.hrsa.gov/).

원격 진료와 개인정보
원격 진료의 장점들이 원내 진료 보다 편리 할 수 있
지만 원격 진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한다.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 의료보험관련법)은 환자 개
인 정보 및 보안을 다루는 기본법이다. 팬데믹 중 보
험사들이 환자들과 쉽게 연결하기 위해 미국 보건
복지부는 HIPAA의 제한을 완화했다 (https://www.hhs.
gov/hipaa/for-professionals/special-topics/emergency-preparedness/
notification-enforcement-discretion-telehealth/index.html). 예를 들

어, 팬데믹 전에는 의료진이 사용하던 비디오 플랫
폼들은 암호화하고 HIPAA가 요약한 제한들에 응
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줌(Zoom),
스카이프 (Skype), 그리고 페이스타임 (FaceTime)
등, 모두 동일한 환자 개인정보에대한 제한없이 타
인의 상담/진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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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 면제는 팬데믹의 끝까지 적용된다. 보
안 면제가 적용 되는 동안 의료진들은 진료를 최대
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한다 (복잡한 미
팅 아이디, 환자와 의사만 아는 비밀번호 사용, 비디
오 암호화). 또한, 의료진들은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진들과 화
상 어플사들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온라인 플
랜폼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원격 진료 중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당
신의 와이파이를 보안해야한다 (https://www.wired.com/
story/secure-your-wi-fi-router/). 원격 진료를 항상 개인적인
공간에서 진행하여 개인 정보, 혹은 개인 의료 정보
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고, 대중적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예를 들어 페이스북 라이브 등)
을 의료 진단에 사용 않아야 한다 (타인이 녹화 혹은
생중계 가능).
당신의 정부 대표에게 펜데믹 동안 미국 시민들의
의료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고
려해야한다 (Public Health Emergency Privacy
Act - S 3749 공중 보건 비상 개인 정보 보호법 - S
3749) (https://www.consumer-action.org/action/legislation/
public-health-emergency-privacy-act).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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