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평가
“나처럼 건강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료 예약을 할 때 간호사와
개인 간병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치료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궁금증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보살핌과 간호사의
의뢰 조치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나아졌습니다. 금연에
성공했답니다. 11월부터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니까요.”

Chronic Care Management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소중한 건강

 치료 프로그램 평가
 개인별 맞춤 건강 관리 계획
 의료 기관 및 기타 서비스 기관과의
협조 지원
 교육과 지도
 입원 환자의 경우 치료 프로그램
관리 지원

확실하게 지
키는 방법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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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Chronic Care
Management(만성질환
치료 관리 서비스)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이 Chronic Care
Management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
 개인별 건강 목표와 이 목표에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감을 갖고 의사, 간호사,
치료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협조할 수 있게 합니다.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활 방식을 바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에게 알맞은 서비스입니까?
 요양 관리 간호사(Nurse Care Manager)가 담당 사례 관리자 및 의사와
공조하면서 귀하가 의료진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양 관리 간호사가 보살피므로 병원과 응급실을 자주 찾을 필요
없으며, 스스로를 돌보면서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Medicaid에서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모든 Medicaid 서비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양 관리 간호사가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관리
 건강 상태 관리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통화할 때 협조하십시오.
 건강을 호전시키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누가 나를 돕습니까?
 정식 간호사(건강 도우미)
 AAA(Area Agency on Aging) 사례 관리자
 유급 간병인과 그 밖의 도우미들
 귀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심리 상담사, 치료사 등)

수혜자격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Medicaid 수혜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정에서 개인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