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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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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a CyberMDCare Demo

병원 관계자의 가입을 요청하는 페이지 입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가입을 요청하시면 Cyber MD Care 내부 정책에 따라 가입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입 요청하기

1. 보이는 4가지 항목을 모두 채웁니다.

2. 제출합니다. 

** 이 시스템은 병원 관계자만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시작하기

https://www.cybermd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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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최초 로그인 시, QR 코드가 보입니다. 인증앱(구글OTP 등)에 QR 코드를 등록하여 계정 정보를 보호합니다.
최초 로그인 이후, 로그인 위치(IP)가 달라지면 OTP 인증을 요구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PC에서 로그인하면 OTP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QR 코드를 등록하고 로그인 시
OTP 번호를 입력하기

1. 모바일에 Google Authenticator 혹은
Google OTP를 설치합니다. 

2. 최초 로그인 시 나오는 QR 코드를
인증앱(Google OTP)에 스캔합니다.

** 처음 로그인 시에만 QR 코드가 나옵니다. 
QR 화면은 다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필히 인증앱에서 QR을 스캔하여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다른 PC에서 로그인하거나 IP가 달라지면
OTP 코드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등록된
코드 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면 로그인
됩니다.

4. 바로 직전에 로그인 했던 PC에서 로그인
시에는 OTP 코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https://www.cybermdcare.com

1. 서비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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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정보를 수정하고 소속
오피스를 추가하기

1. Provider를 조회합니다. 

2. Provider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 시스템에 Stripe 계정을
등록하면 환자의 진료에 대한
결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은 <Conect With 
Stripe>버튼을 눌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오피스를 추가합니다. 

4. 오피스 내용을 작성합니다. 

5. 저장 버튼을 눌러 2~4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저장합니다.

Provider Management

Provider 정보를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소속 오피스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시작하기

Admin > Telehealth Management > Provider Management



새로운 의사를 추가 합니다. 

1. New User 버튼을 선택합니다.

2. Occupation 항목에 Doctor을
선택합니다. 

3.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을 채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일반 직원의 경우 다른 직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의 정보만
열람하거나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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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Management

소속 오피스의 직원(의사, 스태프)을 등록하거나 조회, 수정하는 페이지 입니다. 
단, 일반 직원은 본인의 정보만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시작하기

Staff



Staff Management

소속 오피스의 직원(의사, 스태프)을 등록하거나 조회, 수정하는 페이지 입니다. 
단, 일반 직원은 본인의 정보만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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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시작하기

Staff

새로운 의사를 추가 합니다. 

4. 의사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5. 의사 정보를 채웁니다.

6. 진료 분야를 추가합니다. 

7. 진료 분야를 작성합니다.

8. 의사 이력을 추가합니다.

9. 의사 이력을 작성합니다.

10. 2~9 내용을 저장합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Setting

진료 가능 시간을 설정하는 페이지 입니다. 
세부적으로 원격진료, 방문진료에 대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13

방문진료의 진료 가능 시간 설정하기

1. Consultation Type에 In-person care를
선택하고 진료 가능 시간을 조회합니다.

2. 각 세션에 진료 가능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 이 때 <Session>끼리 1분이라도
겹치는 시간이 없도록 합니다.
(ex: 월요일의 Session1과 Session 
2 참고) 
** 요일 앞에 붙어있는 체크 박스는
진료 여부 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진료 가능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Consulting Time>은 기본
진료 시간을 의미합니다. 15분
진료를 원하면 15라고 적으면
됩니다. 

3. 2 내용을 저장합니다. 

2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dmin > Telehealth Management > Appointment Setting



Special Day Setting

쉬는 일정을 기록하는 페이지 입니다. 
세부적으로 원격진료, 방문진료를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 시간에는 예약할 수 없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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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dmin > Telehealth Management > Special Day Setting

쉬는 일정 등록하기

1. 달력을 클릭합니다.

2. Special Day Details 팝업 창 내용을
채웁니다.
** <Effect Range>는 휴식 대상을
의미합니다. 의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소속 오피스의 의사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Consultation Type>은 쉬려는
진료의 타입을 의미합니다. (ex: 
방문진료, 원격진료) 
** <All day>는 하루 종일 쉬는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체크를 하면
해당일을 쉬는 날로 간주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지 입력을 받습니다. 
** <Do Exam>체크 박스는 진료 여부
입니다. 체크를 하면 쉬는 날에도 해당
시간에 환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 내용을 저장합니다. 



Appointment Management

예약을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예약을 추가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취소되거나 종료된 예약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예약 만들기

1. 달력의 원하는 시간을 클릭합니다.

2. 나머지 정보들을 채웁니다.

3. 2 내용을 저장합니다. 

1 Click

2

3
예약의 자세한 사항 확인.
+) 본 매뉴얼의 Appointment Detail 참고

예약 환자의 자세한 정보 확인.
+) 본 매뉴얼의 Patient Management 참고

진료 페이지.
+) 본 매뉴얼의 Consulting Room 참고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Appointment Detail (Q&A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Q&A 확인 및 답장하기

1. Question / Answer의 More 버튼을
선택합니다.

2. 환자에게 온 질문을 읽습니다.

3. 답장합니다. 

4. 저장합니다. 
1

2

3

4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Detail (예약의 유효성 판단)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A. Prerequisites의 More 버튼을 선택합니다. 
** Prerequisites 항목의 색상은 예약의
유효성 상태를 표시합니다. 
(빨간색 – 유효 X, 초록색 – 유효)

B. 보험 안내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이 보험이

유효한지 표시합니다.
2) Send Notice To Patient 버튼을

누릅니다.
** 반드시 valid, invalid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 이 때 보험이 없는 환자는 처음부터
결제 항목만 보입니다.

C. 결제 정보를 파악하여 표시합니다.
1) 진료가 무료라면 No Charge에 표시

해주세요.
2) 결제가 필요하면 Charge amount 값을

채워주세요.
3) Send Notice To Patient 버튼을

누릅니다.

D. 보험과 결제가 모두 유효하다면
표시합니다. 

1) This appointment is a valid 항목을
선택하세요.
** 단, 보험 상태가 Pending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결제 정보가 무료이거나, 
유료라면 요청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Send Notice Patient 버튼을 누릅니다.

A

B-1

B-2

C-3 

D-1 

D-2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C-1~2



Appointment Detail (예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B 결과 C 결과

D 결과

예약의 유효성을 판단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안내한 메일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Detail (환자의 진료 기록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1

2

환자 진료 기록 확인하기

1. Patient 그룹의 More 버튼을 누릅니다.

2. 내역을 확인합니다.
** 행을 더블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Detail (증상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증상 사진 확인하기

1. Picture 탭을 선택합니다.

2. 환자의 증상 사진을 선택합니다.

3. 확인합니다. 

1

2

3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Detail (보험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보험 확인하기

1. Insurance 탭을 선택합니다.

2. 환자의 보험 정보를 확인합니다.

3. + 아이콘을 눌러 보험 사진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진이 없으면 아이콘 색상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1
2 3

INSURANCE COMPANY NAME

Plan: XXXX Group Number: XXXX

Name: July
Birthday: 07-05-1989

Copayments: $15.00
Deuctibles: $25.00 
Coinsurance: $75.00



Appointment Detail (결제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결제 내역 확인하기

1. Payment 탭을 선택합니다.

2. 환자의 결제 내용을 봅니다. 
** 결제 정보가 없으면 내역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3. Receipt의 Link 버튼을 눌러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1

2

3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ppointment Detail (증상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진료 내용 확인하기

1. Diagnosis 탭을 선택합니다.

2. 증상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환자에게 요청한
Annual Wellness Exam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아래 Consultation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1

2

3

4



Appointment Detail (처방전 확인)

예약 사항을 확인하는 팝업 창입니다.
아래 팝업에서 예약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Appointment 또는 Consulting Room에서만 가능합니다.

처방전을 출력하고 메일로 보냅니다.

1. Prescription 탭을 선택합니다.

2. 처방내역을 확인합니다.

3. Print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4. Email 버튼을 눌러 암호화된 메일로
처방전을 보냅니다. 

1

2

3

4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1

A

스태프가 의사 진료 시작 전에 필요한
정보 채우기

1. Prerequisites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Appointment 
Detail의 예약의 유효성 판단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2.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3. 환자가 전화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를
물어가며 Initial Consultation 항목을
채웁니다.

4. 통화를 종료합니다. 
** 통화 종료 후에도 작성하지 못한
정보는 추가로 기입해 A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Consultation Room (초기진료)

환자를 진료하는 페이지 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2 4

3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의사가 환자 진료하기

1.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2.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환자가 전화를
받으면 진료를 봅니다.
** 통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으시면 A 버튼을 눌러주세요.

3. 환자와 통화 하면서 진료 내역을
작성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Consultation Room 
진료 내용 기록 설명을 참고하세요.

4. 진료가 끝났으면 통화 종료를 누릅니다. 
** 통화 종료 후에도 작성하지 못한
정보는 추가로 기입해 B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Consultation Room (진료)

환자를 진료하는 페이지 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1

B

3

2 A4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2 3

4 5

7

6

A

B

진료 내용 기록하기

1. Diagnosis 탭을 선택합니다.

2. Diagnosis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 때 결과로 보이는 A 리스트에서
원하는 증상을 선택합니다. 

3. + 버튼을 눌러 Diagnosis을
추가합니다.

4. Annual Wellness Exam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때 결과로 보이는 B 
리스트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5. + 버튼을 눌러 Annual Wellness 
Exam을 추가합니다.
** Annual Wellness Exam 항목은
반드시 통화 중에 작성해야 합니다. 
통화 종료 후에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 메일이 환자에게 가지
않음을 유의해주세요.  

6. 스크롤을 내려 Consultation 항목을
작성합니다. 

7. 1~6 내용을 저장합니다.

Consultation Room (진료 내용 기록)

환자를 진료하는 페이지 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1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처방전 작성 출력하기, 메일 보내기

1. Prescription 탭을 선택합니다.

2. Prescription을 입력합니다.
** Prescription에 3글자 이상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스크롤을 내려 2~3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5. 약국에 보낼 정보를 Note to Pharmacy 
항목에 기입합니다. 

6. 추가로 Cyber MD Care 내부적으로
저장할 내용이 있으면 Internal Note에
작성합니다. 

7. 1~6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8. 처방전을 출력합니다.

9. 처방전을 환자의 메일로 보냅니다. 

Consultation Room (처방)

환자를 진료하는 페이지 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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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1

2

3

예약 확인하기

1. 예약을 조회합니다. 

2. 예약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Appointment 
Detail의 예약의 유효성 판단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3. Detail의 More 버튼을 눌러 예약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Appointment List 

예약을 리스트로 조회하는 페이지 입니다. 
예약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Admin > Telehealth Management > Appointment List



Patient Management

환자를 관리하는 페이지 입니다.
소속 환자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

환자 진료 기록

오늘 예약한 환자 내역

1

2

3

환자 정보 수정하기

1. Search 항목에 원하는 환자의 이름을
넣고 엔터를 눌러 환자를 검색합니다.
** 처음에는 오늘 예약한 환자 내역만
보입니다. 

2. 환자 정보를 수정합니다. 

3. 저장합니다. 

2. 예약 진료 & 환자 관리

Patient



3. 오피스 현황 및 메시지 관리



Main 

로그인 했을 때 보이는 메인 페이지 입니다. 
예약 현황, 오피스의 공지사항, 환자의 Q&A 등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오피스 상태

오늘 예약 내역

공지사항

Q&A

의사 리스트

3. 오피스 현황 및 메시지 관리

Main



DashBoard

오피스 내 데이터들의 통계를 확인하는 페이지 입니다.
오피스의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리스트

기간별 확인

카테고리 별 확인

3. 오피스 현황 및 메시지 관리

Dashboard



Notice Management

특정 그룹에게 공지를 보내기 위한 페이지 입니다. 
Provider에 소속된 그룹(ex: 환자, 의사, 직원 전체)에게 한 번의 클릭으로 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낸 공지에 대해 의사나 스태프는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추가하기

1. 공지사항을 조회합니다.

2. 공지사항을 추가합니다. 

3. 공지 내용을 작성합니다. 
** Notice Classification은 공지 대상을
의미합니다. (ex: 소속 환자, 소속 의사, 
소속 직원 전체)
** Emergency에 체크하면 메인
페이지의 공지사항 상단에 정렬됩니다.

4. 2~3 내용을 저장합니다. 

2
3

4 1

3. 오피스 현황 및 메시지 관리

Admin > Code Management > Notice Management



개인에게 온 알림을 확인합니다. 

1.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읽지 않은 숫자만큼 빨간 원 안에
숫자가 쓰입니다.

2. A 패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납니다. A 패널의 알림 내역을
확인합니다. 
(ex: 신규 예약, Q&A, 예약 취소..)

3. A 패널의 알림 내역을 선택하면
읽었다는 표시가 되고 종 모양 아이콘
위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Top Menu (알림)

개인에게 온 알림을 조회하는 메뉴 입니다.
오피스 공지, 환자의 신규 예약, 환자의 Q&A 등의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3

1

Click 

Click 

3. 오피스 현황 및 메시지 관리

Top > 말풍선 아이콘

A



개인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냅니다.

1.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읽지 않은 숫자만큼 빨간 원 안에
숫자가 쓰입니다.

2. A 패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납니다. Inbox에서 받은 메시지를,
Sent에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 패널의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면
읽었다는 표시가 되고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 숫자가 줄어듭니다. 

4. B 창이 뜨면 Reply 버튼을 눌러 답장을
보냅니다.

5. 그 외 다른 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 Compose 버튼을 누릅니다. 

6. C 창이 뜨면 Receiver 옆에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7. D 창이 뜨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낼지
조회 후 행을 더블 클릭합니다.
** 여기서 User List의 Administrator는
개발팀, Super User는 Provider 
Manager를 의미합니다.

8. C 창으로 돌아와서 메시지 내용을
채웁니다.

9. Send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보냅니다. 

Top Menu (메시지)

개인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뉴 입니다. 
병원 내 직원, 소속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Click 

A
2

3 Click 

5

3. 오피스 현황 및 메시지 관리

Top > 말풍선 아이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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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문의 및 종료



문의 글을 보고 작성하기

1. 조회합니다.

2. 보고 싶은 문의 글 하나를 선택합니다. 

3. 문의 글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문의 글을 작성합니다.

5. 파일도 첨부합니다.  

6. 4~5 내용을 저장합니다. 

Support Board

기술팀에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John

4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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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서비스 문의 및 종료

Admin > Telehealth Management > Support Board



구독 종료하기

1. 내 구독 정보를 확인합니다. 

2. <Termination Request Date>과
<Termination Reason>의 항목에 값을
채웁니다.

3. Submit 버튼을 누릅니다.

Subscription Termination

구독 종료를 요청하는 페이지 입니다.

1

3

2

4. 서비스 문의 및 종료

Admin > Telehealth Management > Subscription Termination



5. 예약 환불하기



환불하기

1. Stripe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우측 Payment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결제된 리스트를 확인하고 환불하려는
내역 클릭합니다.

4. Refund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금액과 사유를 입력합니다.

6. Refund 버튼을 누릅니다. 

Stripe (환불)

환자가 지불한 예약에 대한 환불은 Stripe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환자는 예약의 Q&A를 통해 환불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Provider Office에 직접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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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약 환불하기

Stri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