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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Child’s Michigan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여러분 자녀의 미시간 환자 중심의 메디칼 홈  

A Medical Home is a primary care clinic where a team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led by a doctor work 

together to provide your child with family-centered, coordinated medical care. Through office visits, 

Telehealth visits and communicating over the secure patient portal, your medical home provides your child 

and you with a place to contact for all their medical needs. Your child’s doctor is your care-partner in managing 

your child’s medical conditions and setting goals for keeping your child healthy and active. It is a place that 

takes care of most of the medical needs of your child.  

메디칼 홈이란 의사 한 분의 지휘하에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협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족 

중심의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 진료소 입니다.  메디칼 홈은 병원 진료, 원격 진료 그리고 안전한 

환자 포털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담당의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아이가 계속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께 목표를 

세우는 부모님의 의료 파트너 입니다. 자녀의 대부분의 치료를  담당하는 곳 입니다.  

Being part of the Michigan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means you can trust us to: 

미시간 환자 중심의 메디칼 홈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아래 사항에 관해 여러분이 저희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 Provide preventive services, take care of short term illnesses and long term chronic diseases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적인 질병 및 장기적인 만성 질환을 치료합니다. 

• Discuss your child’s goals and how you and your child would like to improve your child’s health 

부모님과 자녀가 자녀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하고 싶은지와, 자녀의 목표에 관해 의논합니다. 

• Listen to you and your child and address your child’s concerns 

부모님과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염려되는 사안들을 다룹니다. 

•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about your child’s health in a way you can understand 

자녀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 Respond promptly to your calls, questions and concerns 

전화, 질문, 우려점에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 Have a doctor on call after hours for urgent calls 

위급한 전화 문의에 대비해, 진료시간 후 당직 의사를 배치합니다. 

• Remind you when vaccines and tests are due 

예방 접종과 검사가 예정된 경우 이를 부모님에게 주지시킵니다 . 

• Notify you of your child’s test results in a timely manner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합니다. 

• Help coordinate your child’s care with a specialist if necessary and/or connect to community 

resources. 

필요시, 전문의와의 협진 그리고/또는 지역 사회의 자원과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Provide supportive services for Social Work, Registered Dietitian, or Pharmacist.   

사회 복지사, 공인 영양사 혹은 약사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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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a Michigan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means we trust you to: 

미시간 환자 중심의 메디칼 홈이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아래 사항을 준수하리라고 저희가 

믿는다는 뜻 입니다: 
• Take steps to assist your child’s healthy lifestyle 

자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Follow the care plan we agree upon as best you can 

상호 합의한 치료 계획을 최대한 따라 주십시오.    

• Tell us about all the medications and supplements your child is taking 

자녀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과 비타민제를 알려주십시오. 

• Let us know when your child sees other health care providers and ask them to send us a report when 

your child sees them 

자녀가 다른 병원의 의료진을 만날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의료 기록을 저희에게 보내도록 

요청하십시오. 

• Ask questions if you do not understand any portion of your child’s health care 

자녀의 치료에 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 Keep appointments as scheduled; if you do need to cancel or reschedule an appointment, call us or 

message us through the patient portal  

병원 약속은 잘 지켜주십시오; 혹시 약속을 취소하거나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포털 

사이트을 통해  연락을 주십시오.  

• Call if you do not receive your child’s test results within 2 weeks 

검사 결과를 2 주 이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주십시오. 

• Use the "after hours" line only for issues that can't wait until the next work day 

다음날까지 기다릴수 없는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진료 시간후” 전화 번호를 이용해 주십시오. 

• Call the office for non-emergent problems instead of going to the Emergency Room, so someone who 

is familiar with your child’s medical history can care for your child 

자녀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이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문제일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지말고, 자녀의 담당의에게 전화하십시오. 

• Become familiar with your health insurance benefits so you know what services are covered 

어떤 의료 서비스가 보험 적용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건강 보험에 관한 약관을 숙지하십시오. 

• Pay your share of the visit fee at the time of the visit 

환자 부담액을 진료 후에 지불하고 가십시오. 

• Give us your feedback so that we can improve our services 

병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The 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list of Pati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rovides more information about what you can expect from us, and what we 
ask of you.  Visit www.uofmhealth.org/patients-rights-responsibilities or ask for a copy at any of our locations. 

미시간 대학 병원의 Pati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목록은,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환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uofmhealth.org/patients-rights-responsibilities 를 방문하시거나 미시간 

대학 병원 내 어디서든지 복사본을 요청하십시오. 
 

For more on the “Medical Home” initiative, both at UMH and nationwide, please ask your doctor or visit www.med.umich.edu/medicalhome/.  

미시간 대학 병원과 전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메디칼 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www.med.umich.edu/medicalhome/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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