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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진료 방문 예약

예방 진료 방문 또는 정기 검진은 귀하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예방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방 진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정기적인 의사 방문
■ 질병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스크리닝
■ 면역

예방 치료는 다음에
대한 검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혈압
■ 키, 체중 및 체지방(BMI)
■ 혈액 검사
■ 골밀도
■ 우울증
■ 시각 및 청각
■ 나이, 성별 및 위험 인자에 따른 암

의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가입자 ID 카드에 있는 고객 서비스부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발췌:
http://www.cdc.gov/aging/services/

www.easychoicehealthplan.com

귀하의 건강 관리 경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설문 조사 시간

2월에 Myers Group은 일부 가입자에게 건강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설문조사를 받은 경우 작성 후 제공된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으며 귀하가 제공하는 의견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WellCare는
플랜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료의 질과 건강 보험의 가치를 평가하라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필요한 품질, 서비스 및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매년 검진을 받으십시오. 연례 검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담당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복용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세요
무료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여러 번 복용하는 경우 약을 기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Android 및 Apple 기기에서 무료 앱을 확인해보세요. 복용하는 약을 기록
하고 처방약 리필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앱이 있습니다.
App Store를 열고 “medication reminders”를 검색하십시오.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앱을 사용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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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행동 건강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행동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행동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이란?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슬픈 경우도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보통 이러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한 번에 몇 주 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입니다. �

우울증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노년층의 공통된 문제이지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은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일부 노년층의 경우 슬픔이 주요 증상이 아니기 때문
에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 명백하지 않은 우울증의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몇 가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슬픔이나“공허감”
■ 희망이 없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낌
■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의 상실
■ 매우 피곤한 느낌
■ 세부 사항에 집중하거나 기억할 수 없음
■ 잠을 잘 수 없거나 지나치게 잠을 잠
■ 과식하거나 전혀 먹고 싶지 않음
■ 자살 생각 또는 자살 시도
■ 아픔이나 통증, 두통, 경련 또는 소화 장애
4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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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에서 계속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요인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

스트레스

우울증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우울증을 앓았던
고령자는 노년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어려운 관계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뇌 화학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뇌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
노년에 우울증을 처음
경험하는 노령자의
경우, 그러한 우울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
및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의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특정 약물이나
질병은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전반적인
신체 검사, 면담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러한 요소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의 무료 우울증 검진을 지원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걱정하는 누군가가 위기에 처한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911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 또는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24시간 무료 전화 서비스인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에

1-800-273-8255 (TTY 1-800-799-4889)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Chronic Illness & Mental Health”, 발췌:
http://www.nimh.nih.gov/health/publications/depression-list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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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문제를 평가하십시오.

è 응급 상황 시: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ER)로 가거나
911에 전화하십시오.

è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주치의(PCP)에게
연락하십시오. 의사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è 다음 팁을 기억하십시오.
■

■

■

몸이 좋지 않습니까? 몸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말고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때때로 몸이 좋지 않거나 나빠지기 시작하는 당일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전화하여 긴급 또는 당일 예약을 요청하십시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가지 말고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을 포함하여 귀하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귀하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è 응급실을 가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

■

정기 검진: PCP와 정기 건강 검진을 예약하고 방문하십시오. 이러한
방문은 검사, 혈액 검사 및 건강 검진을 통해 귀하와 담당 의사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택 검진: 혈압이나 혈당같이 재택 검진이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알아 두십시오. 결과
일지를 의사와 공유하십시오.
6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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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에서 계속
■

■

■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몸이 좋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복용 약품 관리: 약을 복용하거나 약을 먹는 것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복용 중인 약
■ 
■ 복용하는 방법
■ 부작용
질문하기: 의사나 간호사에게 귀하의 건강 관리에 관해 문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시 사항을 반복해 말해 보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Nurse Line에 전화하거나 응급실 방문 대신 긴급 진료
(Urgent Car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R 게임
응급실에는 언제 가야 합니까? 점수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답변을 확인하십시오.
1. 무릎 골절
예
아니요

2. 중요한 약이
떨어졌습니다
예
아니요

5. 급격한 쇠약 또는 6. 인후염
예
말하는 데 문제
아니요
예
아니요

3. 팔 골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4. 가슴 통증
예
아니요

예
아니요

* 응급실에 가는 대신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Nurse Line에 전화하거나 긴급 진료
(Urgent Care)를 받으십시오
1. 아니요* 2. 아니요*, 약이 소진되기 전에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3. 예 4. 예, 심장 마비일 수
있습니다 5. 예,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6. 아니요* 7. 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8.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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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또는
전화
약 보장에 관한 최신 정보 안내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약품에 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십니까? 당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최신
처방집을 찾아보세요. 웹사이트에서 그 외에도:
■ 최근에 추가된 약물에 관해 알아보세요.
■ 약 요건 또는 약 보장 한도의 변경 사항을 찾아보세요.
브랜드 약 중에서 다수는 처방집에서
복제약으로 대체되었음에 유의해 주십시오.
웹 사이트에서 플랜 특정 처방집을 찾으려면
www.easychoicehealthplan.com으로 이동하여 “Please
select your plan’s state to(플랜의 주를 선택하십시오)…”를
클릭하고 주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서 플랜
유형(예 : “Medicare”)을 선택하고 우편 번호를 입력한
다음 “Search(검색)”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플랜을 찾아
“Go to my plan details(내 플랜 세부 사항으로 이동)”를
클릭하십시오. “Plan Materials(플랜 자료)”에서 “Pharmacy
(약국)”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Drug List (Formulary)
(의약품 목록(처방집)”을 클릭하십시오.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친구에게
추천해
주세요
저희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다른 Medicare
적격자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 그 분들께
당사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66-999-3945 (TTY 711)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시어
필요한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헬프라인
전화
1-866-775-2192

비디오 릴레이
1-855-628-7552

저희는 식품, 렌트, 공과금 등의 비혜택
자원을 도와드립니다.

본인에게 맞는 치료에 대해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자료가 의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Easy
Choice에서 보장하는 혜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Easy Choice는
건강 관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랜에 문의하거나 가입자
서비스부에 전화하여 서비스 보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건강상 응급 시에는 즉시 911 또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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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Box 6025
Cypress, CA 90630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정보
WellCare 사에 속한 Easy Choice Health Plan(HMO)은 Medicare와 계약된 Medicare Advantage
기관입니다. Easy Choice(HMO) 가입은 계약 갱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정보는 혜택을 모두 설명한 전문이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플랜
측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한 사항, 자기부담금 및 제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혜택,
보험료 및/또는 자기부담금/공동보험은 매년 1월 1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방집, 약국
네트워크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귀하는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Easy Choice는 처방집을 사용합니다.

H5087_WCM_08288K CMS Accepted 02022018

©WellCare 2018 CA_11_17
CA8WCMNEW11383K_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