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x D: ______ x ______   Max visits: _______ 
Pre-auth:  Y  /  N               Keet: Y   /    N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직업 또는 과거의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장(키): ____피트 ____ 인치  체중: ________ 파운드 나이: _________ 

부상을 입은 부위 

오른편 그림을 이용하여: 

● 증상이 있는 부위 (아픈 곳,  뻣뻣한 곳, 쑤시는 곳 등)를 모두 빗금을
쳐서 표시해 보십시오.

● 그 중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를 작은 X표로 표시해 보십시오.
● 무감각하거나 저린 부위가 있으면 원(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1. 부상을 입은 날짜는?  __ / __ / __
2. 수술로 인한 증상인 경우, 수술 날짜는? __ / __ / __
3. 통증의 정도:

● 지금 느끼는 통증의 정도  __ / 10
● 가장 심할 때 통증의 정도   __ / 10
● 제일 덜 할 때 통증의 정도   __ / 10

의료/건강 정보 -  (예 / 아니오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약의 이름 
 일회 
복용양 

복용 빈도 

1. 예 / 아니오  심장박동기 (pacemaker)를 부착하고 계십니까?
2. 예 / 아니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졌습니까?
3. 예 / 아니오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4. 예 / 아니오  코티존(cortisone) 또는 프렛니존(prednisone)주사를여

러 번 맞은 적이 있습니까?

5. 예 / 아니오  항염증제(anti-inflammatory medications)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6. 예 / 아니오  지금 겪는 통증 때문에 근육 이완제 (muscle relaxants)
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7. 예 / 아니오  지금 겪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8. 예 / 아니오  그 외 어떤 종류이든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습니까?

a. 있다면 오른편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9. 예 / 아니오  소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a.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인지 적어 주십시오.

환자 싸인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10. 지금 겪는 이 문제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예 / 아니오  씨티스캔 (CT Scan)                 예 / 아니오  엠알아이 (MRI) 예 / 아니오  엑스레이 (X-Ray)   

본인이 받을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 질환이나 증상이 있습니까?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 하십시오): 심장질환, 
폐질환, 골다공증, 관절의 치환/대치, 불완전한 균형감각, 시각장애, 과거에 받은 수술, 피부의 과민반응, 알러지(알레르기: 
allergy), 현기증, 실신.  상세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이 아는 한, 위에 적은 내용이 정확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담당 치료사에게 알
리겠습니다. 

의료진 
작성난

DESK
Line

DESK
Line

DESK
Line

DESK
Line

DESK
Line

DESK
Line

DESK
Line



환자 정보 

성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간이름 약자 (Middle Initial)____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______월 /______일/__________년    소셜 시큐리티# (S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혼인여부 ____________ 

전화 (휴대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자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State)______ 우편번호 (ZIP) _____________ 

고용주(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환 ______ 

귀하의 1차 진료 주치의의 성명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처 

성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와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 

전화 (휴대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자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약에 관한 기억 환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옆에 약식 서명 (이니셜)을 하십시오. 

□이메일로 받기 원함  ____

□문자 메시지로 받기 원함: (전화회사를 표시하십시오) ____

□ALLTel
□AT&T

□Boost
□Cingular

□Cricket
□Metrocall

□MetroPCS
□Nextel

□Qwest
□Sprint

□T-Mobile
□US Cellular

□Verizon
□Virgin Mobile

□ 연락받기를 원치 않음 _____

본원을 추천해 주신 분 

□ 고객

□ 의사의 추천

□ 행사 / 모임

□ 전에 왔었음

□ 친구

□ 스스로 찾았음

□ 보험사

□ 직원들

□ 온라인

□ 길에서 보고

□ 신문 잡지

□ 옐프 (Yelp)

이메일 (Email) 이나 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것과 다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약식 서명을 함으로써 Southland Physical Therapy가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예약에 관한 연락을 자동 송출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요금이 부과됨을 알고 있습니다.

본원을 귀하께 추천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와 관련된 책임 및 예약된 치료에 못 오시는 경우에 관한 방침 
(취소 하시는 경우 / 연락 없이 안 오시는 경우 / 늦게 오시는 경우에 관한 방침) 

예약 취소는 늦어도 24시간 이전에 하셔야 함

아래 항목들에 약식 서명 (이니셜) 하십시오: 

________       
 

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환자 성명 (또는 책임자 성명)  싸인 (Signature)   날짜 

귀하에 대한 본원의 책임
저희 Southland Physical Therapy 에서는 환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물리치료에 있어 최
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환자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관한 귀하의 책임
본원에 오시는 환자 한 분 한 분은 처한 상황과 필요한 것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담당 물리치료사는 각 환자
분이 필요한 것, 목표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려
면, 모든 예약된 치료를 빠짐없이 받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약을 변경하시려면 늦어도 24시간 전 까지는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예약 변경을 원하시면, 본원에 
전화하셔서 원래 잡혀있던 날짜와 같은 주 중의 새 날짜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예약 취소는 늦어도 24시간 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전화하셔서 취소하시는 
경우, $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하고 연락 없이 오지 않으시면, $40을 받습니다.

환자분이 15분 이상 늦으시는 경우, 본원 (Southland Physical Therapy)은 해당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환자의 재정적 책임’ 및 ‘예약 관련 방침’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합
니다.  Southland Physical Therapy에서 제시한 방침은 본 양식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쳐 적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의 동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환자 성명 (또는 책임자 성명)  싸인 (Signature)   날짜 

환자의 재정적 책임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성명 (또는 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싸인 (Signature)  날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지문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환자 성명 (또는 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싸인 (Signature)  날짜 

*본원의 방침이나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본원 접수 담당자에 요청하십시오.

본인은 의사 및/또는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지시 및 특정한 지시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모든 의학적 치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치료 과정에, 관절 및 연부조직의 가동화/이완화 (joint and soft tissue mobilization), 집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치료목적의 

운동, 근신경 (neuromuscular) 훈련, 보행훈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세 및 신체 역학 등에 관한 기능적 훈련이 포함될 수 있고, 열, 얼

음, 전기자극, 초음파, 레이저 등의 시술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테이프 부착, 근신경계에 대한 전기적 자극, 물리적인 당기기 

(traction) 및 방광훈련 등의 특수 시술이 포함될 수 있고, 해당 부위의 신경, 근육 및 골격의 기능장애에 기인하는 기능적 쇠퇴 및/또는 

통증에 대한 평가 및 처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외 여기에 열거 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어느 때든 특정 시술이나 처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 또는 상기한 미성년자가 받은 물리치료에 관한 모든 의료보험 지급금을 Southland Physical Therapy 측에 양도합니다.  본

인은 본인 또는 상기한 미성년자에 관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측이, 치료 서비스에 관한 의료보험 지급금 산정에 필요한 의료정보

를 보험회사로 송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만일 Southland Physical Therapy에서 받은 치료의 치료비가 보험 혜택 규정 또는 피

보험자 자격상의 이유로 의료보험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본인 자신이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으며 제공

된 해당 서비스 관련 비용 모두를 본인이 지불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예로는, 보험회사가 “보

험료 지급 대상이 아님”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으로 판정한 치료비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다른 치료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Southland Physical Therapy측으로 지불되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해당 보험 청구를 위한 의
료정보의 송부를 승인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본 공지문은 귀하에 관한 의료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외부에 전달될 것인지, 그리고 귀하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프린트(출력)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의료기록 및 의료정보에 관한 안내
Southland Physical Therapy, Inc. 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귀하의 치료에 대한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록에는 귀하의 증상, 진단, 검
진내용, 사정, 평가 및 귀하의 치료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치료 당일 작성한 치료기록과 진전 상황에 대한 기록도 포함됩니다. 

의료정보에 관한 본원의 공약
본원은 귀하의 의료정보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원은 귀하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만 외부로 전달됩니다: 치료관련, 치료비 지급관련, 얼마나 좋은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었
는지에 대한 평가용,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이 요구하는 경우, 분쟁/소송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 본인의 의료정보 전체를 받아보
기 원하시면, 서면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본원에서 기록을 받아가실 때에는, 귀하의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을 지참하고 오십시오.

본인은 위의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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