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설정한 전화기에 위한 아이폰 사용법 
 

어시브 터치 <Assistive Touch>: 
단말기에 어시브 터치가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 회색 사각 아이콘이 
보이세요? 이 이미지까지 열리는 지원 터치 아이콘을 클릭하여 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홈을 클릭하여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고 클릭한 앱을 모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치에 기능적인 물리적 홈 버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1) 이메일이 있습니까? 예인 경우 2단계로 건너뛰세요.  
 
담당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비디오 채팅으로 초대를 보내므로 이메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공급자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Gmail입니다. 
Gmail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세요. 

1) 다음에,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암호를 추가하거나 Xfinity와 같은 열린 
주변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2) 다음에, 단말기 하단에 있는 홈 버튼(화면의 일부가 아닌 둥근 원)을 

클릭하세요. 브라우저(Mac 장치가 있는 경우 사파리. 장치의 
문서 작업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를 열으세요.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이 단계는 안드로이드 장치가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3) 사파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4) 검색 엔진의 맨 위에 있는 표시줄에 
https://accounts.google.com/SignUp을 
입력하세요. 

 
5) 다음에, 이름 과 성 과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세요. 

 
 

6) 다음에, 전화번호 과 생년월일 과 성별을 추가하세요. 다른 이메일이 있는 경우 
이를 복구 이메일 주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암호를 저장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암호를 잊어버릴 경우 
"저장"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또한 암호를 
기록하고 저장할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8) 이제 이메일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메일에 액세스하려면 검색란에 www.gmail.com을 
입력하세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상자에 액세스하려면 사파리에 www.gmail.com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 메일을 확인하세요: “Hello, join your secure Video Chat 
https://myupdox.com/ui/video-chat/Z49Amy4X9Z8 from [Doctor’s Name] at [Practice 
Name].This link expires within 10 minutes” 그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여 의사와 화상 
채팅을 여르세요. 
 

http://www.gmail.com/
http://www.gmail.com/


2) 페이스타임에 액세스하기 위해 이메일을 추가하는법 
 

1) 장치에서 이메일을 영구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비디오 예약을 위해 이메일을 보내게 될겁니다. 먼저, 
"설정"을 누른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메일"을 누리세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야 합니다.  
 

2) 다음에 "계정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전 단계에서 

설정한 암호와 이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메일" 앱을 클릭하여 이메일을 여르세요. 이렇게 하면 이메일 
설정에 대한 이메일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 메일을 확인하세요: “Hello, join your secure 
Video Chat  https://myupdox.com/ui/video-chat/Z49Amy4X9Z8 from [Doctor’s 
Name] at [Practice Name].This link expires within 10 minutes” 그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여 의사와 화상 채팅을 여르세요. 

 
페이스타임 사용법 

 
일부 의사는 다른 앱 대신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타임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세요. 

https://myupdox.com/ui/video-chat/Z49Amy4X9Z8
https://myupdox.com/ui/video-chat/Z49Amy4X9Z8


1) 기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새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기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정 앱을 클릭하세요. 화면 
맨 위에 "아이폰에 로그인"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애플 아이디가 아직 없는 경우 "애플 아이디가 없거나 잊어버렸습니까?"를 
클릭한 다음 "애플 아이디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애플 아이디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메일을 의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은 gmail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된 이메일과 동일하거나 이 장치를 
설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메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 사용자 ID로 
"페이스타임"을 사용하여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를 수락하는법 
페이스타임 로고를 클릭합니다(아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4) 담당의사가 진료 예약 시간에 귀하를 대면할 것입니다. 컴퓨터나 
전화기에서 통화 팝업이 나타납니다. 아래 녹색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