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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for your first Telehealth appointment
귀하의 첫번째 원격 건강진료 예약을 위한 준비
 귀하의 원격 건강진료 예약은 비디오 연결을 통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귀하는 컴퓨터, 태블릿,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전면부 카메라가 있어야 귀하의 담당의가 귀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예약을 연결되기 위해서 줌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줌이란 무엇인가?: 줌은 귀하의 UW medicine 의료제공자와 비디오로 상담 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건강정보준수(HIPAA) 화상회의 시스템 입니다.
 귀하의 첫번째 원격 건강진료 방문 이전에 귀하는 줌을 설치하기 위한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보십시오.
 진료를 시작할 때, 우리는 통화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연락 번호를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우리의 서비스 데스크로 연락하십시오:
206-520-8963.

귀하의 첫번째 방문 이전에:
1 단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애플 앱상점이나 구굴 플레이에서 줌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2 단계

귀하는 이케어나 문자로 예약 연결방법에 대한 정보와 연결주소를 받을 것입니다.
예약시간이 되면 이 연결주소를 따라서 줌 웹사이트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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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을 전혀 사용해 본적이 없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작하십시오.
3 단계

컴퓨터로는: 요청하면 줌을 실행하도록 선택하십시오.
스마트폰/태블릿으로는: 요청하면 연결하기 위한 줌 엡의 사용을 선택하십시오.
주목: 줌은 사용이 무료입니다.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4 단계

이름을 기입하라고 요청받을 것입니다. 선호하는 이름과 성을 기입해 주십시오.

5 단계

오디오/음향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우리가 사용을 권하는 것:

우리는 컴퓨터 오디오를 권합니다.

인터넷 오디오(아이폰)
듣기 위햐서는
오디오 조인
인터넷 오디오를

오디오 장치(안드로이드)

기구의 오디오를
통해서 호출
호출

컴퓨터 오디오

사용해서 호출

호출

컴퓨터로 오디오 미팅 연결

취소

Dial In 을 선택할 경우, 전화번호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들 중 어느 것이든 전화해도
됩니다.
귀하의 컴퓨터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을 경우,
오디오를 위해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hone Call”을 선택하십시오. 전화번호 목록이
나타탈 것입니다. 이들 중 하나로 전화하십시오:

전화

•

귀하는 미팅 ID 와 그 뒤에 #를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컴퓨터 오디오

PREPARING FOR A TELEHEALTH APPOINTMENT VIA ZOOM
•

귀하는 참가자 ID(그 뒤에 #)를 입력하거나

•

계속하기 위해서 그냥 #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팅 ID 와 그 뒤에 #를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

귀하는 참가자 ID(그 뒤에 #)를 입력해도 되고
계속하기 위해서 그냥 #를 누를 수 있습니다.

6 단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마이크와 스피커가 묵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

비디오 스트림이 시작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툴바의 “Start Video”를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스크린의 하단의 툴바는 이것과 같아야 합니다:
컴퓨터:
(이것이 나타나도록 줌 윈도우 위에 마우스를 맴돌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완료!

귀하는 이제 진료 방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목:
귀하의 진료인이 귀하를 보거나 듣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작할 때 제공하셨던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격 건강진료 방문에 연결하기 위해서 같은 기구를 사용할 경우, 귀하는 이미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기구를 쓸 경우에만 이 설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의 서비스 데스크로 연락하십시오: 206-520-8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