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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랜 이용

응급실 또는 즉각적인 치료 방문 후, 주치의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전화하여 후속 진료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 행동조치

그린존: 주치의 진료실에 가십시오

아래의 증상에 대한 정기적 검진 및 예방치료 차원의 검진 예약을 하십시오:
• 검사와 주사, 정기 건강 검진
• 열병, 독감, 인후염, 기침/감기
• 감염
• 구토 및 설사
• 접질러짐과 베인 상처등의 부상
• 만성적인 고통
• 가벼운 두통
• 중이염

의사에게  
진료를  

보십시오

응급실에  
가십시오

레드존: 응급실 또는 911에 전화하십시오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다음의 증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심한 흉통 또는 흉부압박
• 질식
• 심한 화상
• 심한 복통
• 숨쉬기 어려움
• 심각한 두부, 목 또는 허리 부상
• 다리 손실
• 경련 또는 발작

즉각적인  
케어 센타에  
가십시오

앨로우존: 즉각적인 케어를 받으십시오

• 귀하가 의사와 연락을 못할 경우
  그리고
• 귀하가 그린존에 있는 유사한 증상을 경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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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주치의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일원이 
질병 때문에 즉각 치료가 필요하지만 주치의와 연락을 못할 경우, 케어플랜을 확인하고 최선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환자는 의사에게 즉각 전화하십시오: 
• 귀하의 자녀 나이가 1개월 미만 – 그리고 체온이 100.4°F 이상일 경우.
•  귀하의 자녀 상태에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자녀가 시선을 맞추지지 못할 경우, 기운이 없거나 울음소리가 이상할 경우.
•  귀하의 자녀가 호흡곤란 또는 얼굴이 파래질 경우– 자녀가 숨을 못실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  귀하의 자녀에게 경련이 일어났을 경우.
•  귀하의 자녀가 요로 감염증의 증상이 보일 경우 – 배뇨통증,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에서 고린내가 날 경우.
•  귀하의 자녀가 탈수증상을 보일 경우 – 울어도 눈물이 없거나 입안이 건조하고 12-24시간 동안 기저귀가 젖지 않을 경우.
•  귀하의 자녀가 피부병 – 피부를 눌러도 없어지지 않는 발진이 있거나 원인없는 타박상, 피부/관절이 붉게 부어오르는 
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치료 클리닉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주치의와 연락을 못할 경우, 아래의 클리닉들에서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커버리
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험 회사 플랜을 확인하세요. 

에드보케이트 메디칼 그룹 (AMG) 즉각 치료 클리닉  
환자 나이 6개월 이상 진찰가능. PCP (주치의) 방문시 본인부담 기본의료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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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케이트 클리닉 월그린 
환자 나이 12개월 이상 진찰가능. PCP (주치의) 방문시 본인부담 기본의료비가 적용됩니다. 

AMG 즉각적인 치료 클리닉 
7255 North Caldwell 
Niles, IL 60714  
847.647.0355 
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AMG 즉각적인 치료 클리닉 
1412 Waukegan Rd. 
Glenview, IL 60025  
847.901.9880 
월-금: 오후 5시- 9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애드보케이트 클리닉 월그린 
3 E Golf Rd 
Arlington Heights, IL 60005 
800.323.8622

애드보케이트 클리닉 월그린 
800 Devon Ave 
Park Ridge, IL 60068 
800.323.8622

애드보케이트 클리닉 월그린 
1701 E Kensington Rd 
Mount Prospect, IL 60056 
800.323.8622

애드보케이트 클리닉 월그린 
15 N Buffalo Grove Rd 
Buffalo Grove, IL 60089 
800.323.8622

더 자세한 정보와 위치는 advocatehealth.com/immediatecare를 참조해주십시오.

사무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실 시간:
월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실 연락 방법:
사무실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실 업무시간후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무실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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