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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ANA는 가입자들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Ohana는 2017년 1월 1일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 혜택으로 제공함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사의 직접 진료와 동일한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실
 시간 화상 통화
■ 보
 안이 되는 쌍방/비쌍방 웹
커뮤니케이션
■ 가
 입자 의료 기록의 안전한 전송 귀하의
담당 의사는 치료를 위해 고화질의 영상
과 검사실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보장 서비스:
■ 일
 반적인 전화 통화, 팩스 또는 이메일
은 결합된 형태이든 개별적으로든 원격
의료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온
 라인으로 약을 받는 것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직접 대면 치료는 원격의
료를 통해서도 똑같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당사에 청구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무료 전화 1-888-846-4262 (TTY 1-877-247-6272)
오전 7시 45분~오후 4시 30분 Hawai‘i
표준시(HST) www.ohanahealthplan.com

알아두어야 할 전화번호
전화 한 통(또는 클릭 한 번)이면
해결됩니다!

고객 서비스부 전화:
1-888-846-4262
TTY: 1-877-247-6272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45분-오후
4시 30분 Hawaii‘ 표준시
(HST)

간호사 상담전화:
1-800-919-8807
주7일/
하루 24시간

웹사이트 방문:

www.ohanahealthplan.com

건강한 생활 습관 계획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현명한 식사, 운동 및 수면 습관이 모두 건강한
생활의 조건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계획
	채소, 과일, 통밀 및 무지방 또는 저지방 유제품에 중점
■	살코기, 가금류, 생선, 콩, 달걀 및 견과류 포함
■	나트륨, 포화 및 트랜스 지방, 첨가 당류 및 알코올 제한
■	식사량 조절
■

건강한 운동 계획
■

	가장 많은 혜택을 보려면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	운동이 주는 건강 혜택은 주당 1시간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	활발하게 걷기 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당 총 2시간
30분 하면 많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건강한 수면 계획
■
■

■

	여러 연구 결과는 수면 부족과 비만 사이 관계를 보여줍니다
	널리 퍼진 잘못된 통념 한 가지는 잠을 적게 자고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충분히 주무십시오.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삶의 질 및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선택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새로운 의사가 필요하거나 예약을 원할 경우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Treatment”, 발췌: https://www.nhlbi.nih.gov/health/health-topics/
topics/obe/treatment#healthylifestylechanges 및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Chapter 2:
Physical Activity Has Many Health Benefits”, 발췌: https://health.gov/paguidelines/guidelines/chapter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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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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고 처방약 리필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한 앱이 있습니다.

App Store를 열고 “medication reminders”
를 검색하십시오.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앱을 사용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갑상선에 대한 인식
갑상선은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갑상선은 목에 있는 작은 분비선으로 호르몬을 만듭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갑상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명당 5명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상선이 충분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합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체중 증가
피곤함
관절 통증

100명당 1명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상선이 너무 많은 호르몬을
만듭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뼈
근육
생식기

60세 이상의 여성과 가족력이 있는 여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Thyroid Disease,”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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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환
저희는 귀하께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른 건강 보험을 탈퇴하고 당사의 의료 보험을 방금
시작하는 경우

■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가 당사의 네트워크를 탈퇴하는 경우

■

당사의 건강 보험을 탈퇴하고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성인으로 전환하여 성인 주치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진료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저희는 귀하께서 계속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사에 전화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전화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 뉴스레터의
앞표지에 있는“알아야 할 번호”아래에 나열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이용 관리(UM) 프로그램
당사의 UM 프로그램은 진료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치료가 적절한지 여부
서비스
■ 치료가 보험에서 보장되는지 여부
당사는 보험 보장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UM 의사 결정권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
■

UM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보험 보장 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자
안내서의 UM 프로그램 섹션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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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 형식이 필요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다른 형식의 자료를
요청하려면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 다른 언어
■ 대형 활자본
■ 오디오 테이프
이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전화 주십시오.

번호는 이 뉴스레터의
앞표지에 있는 “알아야
할 번호”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관절염을 앓을 수 있습니까?

관절염이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도 관절염을 앓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소성 관절염(JA)이라고 하며, 모든 어린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A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면역 체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JA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관절 통증 또는 뻣뻣함
■ 부기
■ 걷기 또는 옷을 입기 어려움
연소성 관절염은 완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담당 의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십시오.
자녀의 증상을 진단하려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hildhood Arthritis”, 발췌:
https://www.cdc.gov/arthritis/basics/childhood.htm

자폐증에 대한 인식
아마도 자폐증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폐증은 뇌의 발달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언어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약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평생 동안 증상을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관리 방법:
수 있습니다.
■ 행동 변화
■ 식단 변화
■ 시선 회피
■ 약
■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음
■ 언어 지체
■ 몸 흔들기 또는 손 털기

자폐증이 걱정된다면 자녀의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조기 치료는 자녀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발췌:
https://www.cdc.gov/ncbddd/autism/signs.html 및 https://www.cdc.gov/ncbddd/autism/treat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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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어머니는 항상“아침 식사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대신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일찍 등교시키십시오.
집에서 아침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가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빠르고, 영양가 있고, 아이들에게 친숙한
아침 식사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

2
3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보세요.
■ 전날 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주세요.
■ 우유와 과일을 섞어 스무디를
만들어 주세요.
■ 한 줌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주세요.
아이들 배가 부르도록 단백질류를
포함시키세요.
■ 달걀, 견과류, 치즈 또는 요구르트도 시도해보세요.
전날 밤에 만들어 두세요.
■ 아침식사로 쉽게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
■ 요구르트 파르페 또는 오믈렛에 추가할
과일이나 채소를 잘라서 준비해두세요.

?

간편한 아침 식사
이러한 건강한 아이디어는 맛있고 단 몇 분 만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토르티야 롤업:

통밀 토르티야에 땅콩 버터를 바른 후 과일을 넣고 감으십시오.

바나나 팝:

요구르트에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담그십시오. 그런 다음
그라놀라 시리얼 위에 굴립니다.

채소 피자 토스트:

치즈 약간과 좋아하는 얇게 썬 채소로 통밀 토스트를 만드십시오.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예약 때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출처: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Healthy Breakfasts for Kids: It’s All About Balance”, 발췌:
https://www.fda.gov/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456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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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 관리
가이드
의사를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긴급하고
일상적인 치료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때는 필요한 치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클릭또는
전화
약 보장에 관한 최신 정보 안내
당사가 보장하는 약에 관한 최신 정보를 찾고
싶습니까? 당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우선 약 목록(줄여서 PDL)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것과 삭제된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 요건이나
보장 한도에 대한 변경 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ohanahealthplan.com을
방문하십시오. “For members”(가입자용)를
클릭하여 플랜을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pharmacy”(약국) 탭을 클릭하십시오. 이
뉴스레터 앞면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최신 정보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 예약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긴급 진료: 24시간 이내
■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질병 방문:
24시간 이내
■ 긴급하지 않은 성인 질병 방문:
72시간 이내
■ 정기적인 진료: 3주 이내
■ 일상적인 행동 건강 관리:
4주 이내
■ 정기 전문 치료:
4주 이내
■

항상 의사와
상의 하세요
항상 자신에게 맞는 진료에 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자료가
의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이 ‘Ohana에서
보장하는 혜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Ohana는 건강상의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플랜을
검토하시거나 고객 서비스부에
전화하여 서비스가 보장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상 응급 시에는 즉시 911 또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입자 포커스

7

949 Kamokila Blvd., 3rd Floor
Suite 350
Kapolei, HI 96707

OH16-091 Section 1557 Short Disclaimer State Approved 12082016

CAD_08272K State Approved 02092018
OH18-003

HI6CADLAN79696K_1016

@OhanaKokua @OhanaHealthPlan

©WellCare 2018 HI_10_17
HI8CADNEW11669K_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