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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의 의료를 지향합니다
당뇨병: 평가, 예방 및 관리
Medicare 당뇨 예방 프로그램 (Medicare
Diabetes Prevention Program, MDPP)

응급시 대비 요령

당신의 뼈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대장암 진단검사를 받으세요
사례 관리가 귀하께 도움이 됩니다
질병 관리 프로그램
10가지 건강한 간식 아이디어
당뇨병 & 스타틴 투여

약 보장에 관한 최신 정보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세요
CommUnity 지원 상담

www.easychoice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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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저희는가입자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진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마다
WellCare는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정합니다.
이것은 당사의 품질 개선
(Quality Improvement, QI)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17년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Q

Q

Q

Q

Q

Q

QI 프로그램
QI 연례 평가서의
사본이
필요하시면
고객
서비스부로
연락하십시오.전화
번호는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
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모든 D-SNP 가입자를 위한 평가 및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가입자들에게 유방 X선 촬영, 당뇨성 눈 검사,
예방접종 등을 위한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특정 진료 서비스를 받으면 보상을 제공하는
가입자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최고 품질의 치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문화 차이에 의한 언어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했습니다
가입자가 의사와 연락하고, 적시에 예약을
하고 가까운 곳의 의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8년에 WELLCARE가 할 일:
Q

Q

Q

Q

Q

가입자가 고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품질 성과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가입자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llCare와 담당 의사에 대한 가입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합니다
특정 의료 요구를 위해 재택 평가와 순회
진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D-SNP 가입자를 위한 평가와 개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완료합니다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3

당뇨병:
3명중 1명이

평가, 예방 및 관리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눈 문제, 신경 손상 또는 신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치할 수는 없지만 예방하고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당뇨병에
평가:
걸립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이
미국에서
있으십니까?
일곱 번째
 과체중
사망 원인이기도
 당뇨병 가족력
합니다.
 임신 중 임신성

예방:

관리:

당뇨병 예방을
위한 조치: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조언:

 더 많이 운동하기  정기적인 의사 검진
 체중 감량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당뇨병
담당 의사가 고혈당 예방 또는 관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검진 때에 당뇨병에 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iabetes,” 검색 사이트: https://www.cdc.gov/chronicdisease/resources/
publications/aag/diabetes.htm;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Hot Topics,” 검색 사이트: http://www.diabetes.org

MEDICARE 당뇨
예방 프로그램
(MEDICARE
DIABETES
PREVENTION
PROGRAM, MD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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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부터 모든 Medicare 건강 보험에서 자격이
있는 Medicare 수혜자에게 MDPP 서비스가 보장됩니다.
MDPP는 장기적인 식습관 변화, 신체 활동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적 건강
행동 변화 중재 프로그램입니다.

대비 요령

응급시

응급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인의 약 절반이 재난이 닥쳤을 때의
행동 요령을 모릅니다. 자연 재해, 테러 또는 공중 보건 위기에 대비하십시오. 다음의
요령을 따르십시오.

구급상자

2
3

다음과 같은 물건을 이용하기 편한
준비해 두세요. 최소한 3일 치를
곳에 두세요:
준비하세요:
Q 물과 식량(가족 각자에게 충분한 양)
Q 구급상자
Q 약
Q 보험카드와 의료기록 등의
Q 비누와 치약 등의 개인 위생용품
중요한 문서
Q 현금
Q 지역의 지도

계획 작성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가족과 상의하세요.
Q 중요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세요
Q 자녀들에게 911 연락법을 가르쳐주세요
Q 악천후를 대비해 집안에 안전한 장소를 정해두세요
Q 집안 각 방에서 탈출할 두 가지 길을 계획해두세요
Q 인근과 시외 지역에 만남의 장소를 선택해두세요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알아두세요
거주 지역에 대해 알아두세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경고 사이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응급 상황 시:
Q 대피하세요
Q 뉴스를 청취 또는 시청하세요
Q 날씨 방송을 켜세요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이 요령을 따르세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침착하십시오.
이러한 요령을 따르면
응급 상황에 안전하고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검색 사이트:
https://emergency.cdc.gov/preparednes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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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얼마나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뼈 약화와 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담당 의사에게 골밀도 검사에 대해 문의하세요.
국립 골다공증 재단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은 다음의 경우에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Q 65 세 이상 여성
Q 70 세 이상 남성
Q 50 세 이후 골절을 당한 경우
Q 1 년에 신장이 0.5 인치 이상 감소한 경우
이 검사로 뼈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 Bone Density Exam/Testing,” 검색 사이트:
https://www.nof.org/patients/diagnosis-information/bone-density-examtesting/

6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2명 중
1명의
여성이

4명 중
1명의
남성이

50세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부러질
위험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도 노화됩니다. 이것은
고밀도가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절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노화, 특정 질병 및 약물치료로
인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완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영양 섭취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세요
골밀도가 낮은 경우 또는 뼈 건강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뼈를 보호하세요:
Q 건강한 식사
X 유제품 및 녹색 채소로부터 칼슘 섭취
X 햇빛, 강화 식품 및 보충제로 비타민 D 섭취
Q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Q 금연과 알코올 절제

위험성이 있다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가
약물치료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검진 때에
골밀도 검사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7

진단검사를 받으세요

대장암
가입자를 돕는 WellCare는 대장암 진단검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American Cancer Society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결장암과 직장암 진단검사를 장려함으로써 대장암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보통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50세가 되면 검사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하여 암의 크기가 작을 때 대장암을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검사법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단검사 계획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검사법으로서 간단한 재택 검사법이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을 시기가 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대장암검사비용은무료입니다.진단검사를완료하시면,HealthyRewards프로그램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Healthy Rewards에 연락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1-888-283-8064번으로 전화하세요. TTY 이용자는 711번으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오전 8시~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연락해 주십시오.
대장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American Cancer Society 웹사이트, cancer.org를
방문하시거나 1-800-227-2345번으로 전화하세요. American Cancer Society는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출처: Cancer.org,“ Colorectal Cancer,” 검색 사이트: https://www.cancer.org/cancer/colon-rectal-canc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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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가
귀하께
도움이 됩니다

질병
관리
프로그램

사례관리는 특수 요구가 있는
가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입자와 사례관리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사례관리자는 전문
간호사(RN) 또는 유자격 임상
사회복지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가입자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질병 관리 프로그램은 특정한
건강 문제가 있는 가입자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 요구
고형 장기 및 조직 이식
특수 의료 요구가 있는
아동
납 중독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WellCare의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것입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 간호사(RN)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천식
당뇨병
울혈성 심부전증
(CHF)
관상 동맥 질환
(CAD)






고혈압
심장병
비만
금연

저희는
가입자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질병이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련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알아보세요.

자세히

1-877-393-3090 (TTY 711)
동부표준시 오전 8시~오후 5시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9

건강한 간식 아이디어
건강에 좋은 것은 비쌀 것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습니다.
건
있습니다.
그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10 가지 좋은 간식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세요::

1 팝콘: 직접 팝콘을 만들거나 무염 또는 저염 팝콘을
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2 미니 피자
피자:: 통곡물 잉글리시 머핀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를 곁들여 보세요.
보세요.
3 당근
당근:: 그냥 좋아하는 소스에 찍어 먹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후무스와 함께
4
5
6
7
8
9
10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트레일
트레
레일 믹스
믹스:: 땅콩
땅콩,, 프레첼
프레첼,, 건포도를 섞어 드세요
드세요..
코티지
코티 치즈
치즈:: 생과일이나 통조림 과일을 곁들이세요
곁들이세요..
바나나:
바나나: 바쁠 때 먹기에 가장 간편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
하나입니다..
삶은 달걀: 직접 삶아 그냥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드세요..
사과와
사과
와 치즈
치즈:: 사과를 얇게 썰어 저지방 치즈와 함께 드세요.
드세요.
셀러리와 땅콩버터
셀러
땅콩버터:: 원하면 건포도를 넣어 보세요
보세요..
토마토와
토마
모짜렐라
모짜렐라:: 잘게 썰어 소금과 후추를 뿌려 드세요.
드세요.

당뇨병&스타틴 투여
당뇨병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이유로 당뇨병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도가 없거나 못 느끼더라도 스타틴을
반드시 처방대로 복용하십시오. 심장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앞으로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고 계신지 확실치
않으십니까? 다음은 흔히 처방되는
스타틴의 명칭입니다:

 아토르바스타틴 (Lipitor®)
 로바스타틴 (Mevacor®)
 프라바스타틴 (Pravachol®)
 로수바스타틴 (Crestor®)
 심바스타틴 (Zocor®)

당뇨병이 있으십니까? 다음 진료 시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스타틴이 귀하에게 적절한지 문의하십시오.
10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클릭 또는 전화
약 보장에 관한 최신 정보 안내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약품에 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하십니까? 당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최신 처방집을 찾아보세요.
웹사이트에서 그 외에도:
Q 최근에 추가된 약물에
관해 알아보세요.

Q

약 요건 또는 약 보장
한도의 변경 사항을
찾아보세요.

브랜드 약 중에서 다수는 처방집에서 복제약으로
대체되었음에 유의해 주십시오. 웹사이트에서 플랜별
처방집을 확인하시려면, www.easychoicehealthplan.com
을 방문하여 “drug formulary search(약 처방집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서 본인의 플랜에 해당하는
“drug formulary search tool”(약 처방집 검색 도구)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약 검색 페이지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가입자 ID 카드 뒷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친구에게
추천해 주세요
저희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다른
Medicare 적격자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1-866-999-3945
(TTY 711)번으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시어
건강 보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하세요.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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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이나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가입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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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ELL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정보
WellCare Health Plans, Inc.는 Medicare와 계약을 체결한 HMO, PPO 플랜입니다. 저희
D-SNP는 State Medicaid 프로그램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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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플랜은 처방집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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