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Health Services
OSU 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tudent Health Services 는 학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전문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들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및 건강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OSU 학비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HS 의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자, 건강교육가 등 무료 내원
· Student Health 웹사이트에서 자기관리도 평가
· 매년 전문 영양사와의 2 회 무료 영양상담
· 각종 건강증진교육관련 행사
· 업무시간 내 , 외 간호사와의 무료 전화상담
· SHS 로의 장거리 수신자부담전화 서비스
· 대부분의 의료비는 시내병원보다 저렴

예방접종과 병력
모든 OSU 등록학생은 Medical Health History Form 을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OSU 입학 전에 모든 기본예방접종을 필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외국학생들은 반드시 MMR 즉 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예방접종 기록 또는 면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개강 전에 공인된
홍역예방접종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홍역 1 차 접종을 학기시작 30 일전에
받았다면 다음 학기 시작 전에 2 차 접종을 필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학생들은(아래 기재된 국가출신 제외) 이전 모국에서의 테스트여부와
상관없이 SHS 에서 결핵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국가 출신 학생들은 결핵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
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 덴마크,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학생들은 또한 B 형간염, 수두, 뇌수막염 도 예방접종을 필했어야 합니다.
여행계획중인 학생은 A 형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 외에 다른 예방접종도
고려하십시오. 계절독감예방접종의 경우 학생, 교수, 직원들은 SH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OSU 학생건강보험
가을, 겨울, 그리고/또는 봄학기 에 최소 1 학점 이상 등록한 모든 외국학생에게
OSU 국제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만약 다른 개인 건강보험이 있다면,
OSU 보험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학기등록기간 마지막 날 전까지 자기보험에
관한 요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청구항목에서 보험료가 삭제될
것입니다. 만약 피보험자에 부양가족을 추가하고 싶으면 등록기간 마지막 날
전까지 Student health Insurance office 에 가서 등록신청서에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보험료납부면제신청서는 Insurance Office 또는 SHS 웹사이트
http://studenthealth.oregonstate.edu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Insurance Office 541-737-7568 또는 email
osustudent.insurance@oregonstate.edu.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SHS 임상의(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자), 간호조무사 그리고 기타 의료진들은 모두
면허증과 자격증을 소지한 경험 있는 실력자 들입니다. 학생들은 입학하면 미리 1 차
진료 주치의를 지정하기를 권장 합니다.

Dixon 센터
물리치료, 영양상담, 마사지테라피, 침술, 척추지압요법, 건강증진프로그램,
체력단련실(헬스센타 등) 등을 Dixon recreation Center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xon 직원들은 평소 건강관리 및 건강한 생활태도를 장려하고 체력 단련 중 사고
처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OSU 가족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예약
외래병원진료과목은 : 일반병원, 정신과,
부인과,성의학,알레르기/천식,스포츠의학,여행자병원, self-care 가 있습니다.
SHS 에는 또한 약국,엑스레이실,마사지테라피,영양과가 있고 검사(피, 소변 등)실
등이 있습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SHS 에 사전에 전화를 하든지 직접 찾아와서 시간예약을
하십시오. 긴급환자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시간에 맞춰 오시면 먼저 본관
접수처(빌딩 앞에 있는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통과 하면 있음) 로 가십시오.
피부과, 외과수술, 부인과, 정형외과는 유료로 각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현재
가능합니다.

비용

각종 검사(피, 소변 ), 엑스레이, 치료(마사지, 침술, 척추지압, 물리치료
등),약국,전문의 내원 등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비용은
SH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보험
요금은 통상적으로 학생계정 앞으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진료받은 후 바로 지급해도
됩니다.
개인 보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보험회사 환급 신천용으로 상세내역청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Department 의 목표는 OSU 학생들이 건강지식과 건강관리요령을
습득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Health Promotion 부는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건강관심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동호회, 자원봉사프로그램 ( Every1), 성폭행예방과 교육프로그램( 역할극 극장)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영양, 체육활동, 금연, 술 등에 관한 개인상담도
가능합니다.
남학생은 Male Advocates for Sexual Responsibility(MARS) 에서 성관련 개인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S 건물 2,3 층에 비치된 건강교육관련 소책자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주차
SHS(Plageman Building)에 인접한 주차장에 주차허가증이 있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허가증은 접수처 및 행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은

자동차 안 계기반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자주차공간에 주차시
OSU 장애자주차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환자로서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HS 의료진은 환자의 비밀보장을 보증합니다.
환자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료진을 선택할 권리 또한 교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환자로서 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진료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약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취소 시는 사전에 연락해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 계획에 순응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더 구체적 사항은
SHS 웹사이트에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사무실 위치 : Plageman Building 내
웹사이트 : studenthealth.oregonstate.edu
전화 : 541-737-9355

업무시간
월 – 금 ……………………………………….. 9:00 a.m – 6:00 p.m
토 ………………………...................................10:00 a.m -3:00 p.m
일 ………………………………………………휴무
업무시간과 서비스사항은 방학기간,공휴일, 여름학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부서 전화번호

의학부
예약 및 안내처……………………………………………….. 541-737-9355
산부인과 및 성의학 …………………………………………..541-737-9355
Dixon 센터……………………………………………………. 541-737-7556
Health Promotion ………………………………………………541-737-2775
예방접종 상담전화(전화정보)서비스 ……………………….541-737-7573
검사실 ………………………………………………………….541-737-9355
간호사 전화상담(업무시간 외) ………………………………541-737-9355
간호사 전화상담(업무시간 중)……………………………….541-737-2724
영양상담 ……………………………………………………….541-737-9355
약국 …………………………………………………………….541-737-3491
물리치료………………………………………………………..541-737-7556
엑스레이실……………………………………………………. 541-737-9355

행정부서
일반 행정업무 …………………………………………………541-737-3106
각종 청구 ………………………………………………………541-737-2068
보험 …………………………………………………………….541-737-7568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541-737-7554
팩스 ……………………………………………………………. 541-737-4530
시외전화 ………………………………………………………..877-824-9355
TDD ……………………………………………………………..541-737-4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