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옵션:
임신 중의 적절하고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미시간 계획 (MiPATH)

Visit Options:
The Michigan Plan for Appropriate and Tailored Healthcare in Pregnancy
(MiPATH) (Korean)

MiPATH (임신 중의 적절하고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미시간
계획)방문 옵션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What are my MiPATH visit options?
산전 관리 PATH 를 함께 설계하기를 기대합니다! 산전 관리를 받는데는 3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복합 산전 관리: 대면 진료와 가상 진료 (원격 진료) 혼합
2. 대면 산전 관리: 대면 진료 만
3. 단체 산전 관리: 대면 진료와 가상 단체 진료
We look forward to designing your prenatal care PATH together! There are 3
models available for receiving your prenatal care:
Hybrid prenatal care-a mix of in-person and virtual (telemedicine) visits
In-person prenatal care: in-person visits only
Group prenatal care: in-person visits and virtual group visits only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are you offering different models?
연구에 따르면 3 가지 유형 모두 임신 합병증이 없는 환자들에게 안전함으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산전 진료를 받을 지를 다음 도표를 사용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방문 시, 이
도표를 가지고 오셔서 의사나 조산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Studies suggest all 3 models of care are safe for people without pregnancy
complications, so you can choose the plan that fits best with your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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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use this grid to think about how you would like to complete your
prenatal visits. You can bring this to talk to your doctor or midwife at your first
visit.
복합 산전 관리

대면 산전 관리

단체 산전 관리

몇 번의 산전 진료를

최소 총 8 번의 산전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나 조산사는

받게 됩니까?

환자의 병력과 임신 전력에 따라 진료 횟수를 늘리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의 대면 진료와

이 유형은 의사나

이 유형은 의사나

이 유형은 의사나

가상 진료를 받게

조산사와의 5 번의

조산사와의

조산사와의 일대일

됩니까?

대면 진료와 3 번의

8 번의 대면

대면 진료와

가상 진료가

진료가

가상으로 하는 단체

포함됩니다. 가상

포함됩니다. 진료

교육이

진료 시, 가정용

시, 가정용 혈압

표함됩니다.

혈압 측정기가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잠재적

가상 진료는 이동

어떤 분들은

장점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의사나 조산사를

교육, 환자들간의

더 편리한 점이

직접 보기 위해

공동 지원,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진료 시

단체 관리를 통해

분들은 가정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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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추가

느낄 수 있는

복합 산전 관리

대면 산전 관리

단체 산전 관리

장비를

병원에 오는 것을

연대감을

사용함으로서, 환자

더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본인이 산전 관리의
주체가 되는 느낌을
더 갖게 됩니다.
이 유형의 잠재적

어떤 분들은, 특히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단체

단점은 무엇입니까?

첫 임신인 경우,

병원에 가는 것이

진료가 너무 길다고

집에서 혈압을

부담스럽고

생각하고, 예약

재야하는 점이

편리하지 않다고

시간을 맞추는데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있습니다.

합니다.

이 유형에 참여하려면,

네, 가상 진료 시,

아니오, 의사나

담당 의사나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가정용 혈압

조산사가 권하지

조산사와 이에 대한

구비해야만 합니까?

측정기가

않는 한, 가정용

상담을 할

필요합니다.

혈압 측정기가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뀔 경우

산전 관리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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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산전 관리

대면 산전 관리

단체 산전 관리

임신 중에 추가

추가 교육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더

교육이나 지원을

자세한 내용은 MiPATH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MiPATH 교육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한 자원) 목록을

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ybrid prenatal

In-person

Group prenatal

care

prenatal care

care

How many prenatal

You will have at least 8 total prenatal visits. Your

visits will I have?

doctor or midwife may recommend more based on
your medical and pregnancy history.

How many in-person

This model

This model

This model

and virtual visits will

includes 5 in-

includes 8 in-

includes 1-on-1

I have?

person visits and

person visits

in-person visits

3 virtual visits

with your

with your doctor

with your doctor

doctor or

or midwife as

or midwife. For

midwife. You

well as virtual

virtual visits, you

will not need a

group sessions

will have a home

home blood

for education.

blood pressure

pressure cuff

cuff.

for your visits.

What are the

Virtual visits can

Some people

Some people like

potential benefits of

decrease your

prefer to come

the extra

this model?

travel time and

to the clinic for

education, peer

make care more

all of their

support, and

convenient. Some

appointments

sense of

people feel more

to see their

community with

ownership over

doctor or

group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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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prenatal

In-person

Group prenatal

care

prenatal care

care

their care with

midwife in

home devices.

person.

What are the

Some people,

Some people

Some people

potential downsides

especially first-

find traveling

find the group

of this model?

time moms, may

to the clinic

appointments

not feel

burdensome

are too long, and

comfortable

and

have trouble

checking their

inconvenient.

with set

blood pressure at

appointment

home.

times.

Will I need to have a

Yes, to complete

No, for routine

You will discuss

home blood pressure

virtual visits you

care you will

this with your

cuff to participate in

will need a home

not need a

Centering doctor

this model?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or midwife.

cuff.

cuff, unless
your doctor or
midwife
recommends it.

What happens if I

You can modify your prenatal care plan at any time.

change my mind?
What if I want extra

There are many options for additional education and

education or support

support! View the MiPATH Education and Social

in pregnancy?

Support Resources list to discove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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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계 및 법적 고지: 본 문서는 귀하와 동일한 상태의 전형적인 환자를 위해 미시간 메디신
(Michigan Medicine) 에서 만든 정보 및/혹은 교육용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미시간 메디신 (Michigan
Medicine) 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은 온라인 내용에 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미시간 메디신 (Michigan Medicine) 에서 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험이 전형적인 환자의 경험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문서가 담당 의료진의 의학적인 자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본 문서나 건강 상태
혹은 치료 계획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Disclaimer: This document contains information and/or instructional materials developed by
Michigan Medicine for the typical patient with your condition. It may include links to online
content that was not created by Michigan Medicine and for which Michigan Medicine does not
assume responsibility. It does not replace medical advice from your health care provider
because your experience may differ from that of the typical patient. Talk to your health care
provid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document, your condition or your treat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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