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운: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무엇입 LI까? 왜 제가 그것을 
해야합니까? 
응답:‘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 진료는 귀하의 건강과 메디케어 혜택을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첫 해에 제공되는 이 전반적인 진료는 으|사가 현재와 
미래의 귀하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용이한 방법입니다.2011 년 l월 l일부터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질운; 에방서비스 진료를 통해 어떤 핵|택을 받게됩니까?? 
응답: 귀하와 귀하의 의사는 미래와 개별적인 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 병력 및 

가족 병력을 검토하고， 현재 건강 상태 및 처방을 평가하며， 각종 검사를 실시합니다.01는 또한 질병을 예농h하고， 
귀하의 건강을 개선하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 및 장기적 단계를 의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방 서비스 진료 이후， 귀하의 의사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검사와 예방 서비스를 보여 주는 계획 혹은 점검표를 

제공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의사가 메디케어를 통해 구|히어|게 제공되는 예방 혜택 및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귀하와 상담을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이는 또한 귀하의 진료 희망이 미래에 제대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질문; 예방서비스 진료 비용은 얼마입니까? 
응답:‘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휩니다 

질운; 저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I 제가 “메디케어 
환영” 에방서비스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 예.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무료진료가 허가되는지 귀하가 가입된 플랜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질운: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무엇입니까? 
응답:‘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이용하기 쉽습니다. 귀하에게 현재 주치의가 있는 경우， 이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고 예약을 하십시오. 

질운: 제 의사가 제 병력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이러한 예방서비스 진료의 
혜택은우엇입니까? 
응답;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은 귀하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새로운 단계의 초창기에 
하는 ‘메디케어 흔명” 예방서비스 진료는 귀하의 건강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내리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귀하의 의사에게 미래와 개별적인 진료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일상적인 방문보다 더 종합적이고， 귀하와 귀하의 의사가 질병을 예방하고， 

귀하의 건강을 개선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 및 장기적 단계를 의논하도록 합니다. 이는 또한 귀하의 
진료 희망이 미래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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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운: 저한테 의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 귀하어|게 의A까 없으면 1용00-633-4227 (1-800-MEDlC.뼈E) ， 정각 장애자용 전화: 1-877-486-2048어| 전화 
하셔서 메디케어를 받는 꺼주 지역의 의사 목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혹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과 룡호}하기 위해 에이전트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 후 귀하가 선택한 의사와 

예약을하쇠시오 

질문 제가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 “메디케어 환영” 여|방서비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동안 입니까? 
응답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는 귀하가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한후 12개월 동안 저맘될니다. 일단 가입하면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를 즉시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분: 저|가 메디케어에 가입한지 12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메디케어 
환영” 에방서비스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 아니오 1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메디케어 환엉. 예방서비스 진료가 아니라 정기 건강 검진으로서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질분: 정기 건강 검진은 무엇입니까? 
응답 이것은 귀하의 현재 건강 및 위험 요소에 기반한 오직 귀하안을 위한 예방 계획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한 검진입니다 의사가 메디케어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는 이 혜택을 위한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검진은 
12개월어1 1번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운: 예방서비스 진료를 위해 제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합니까? 제가 우엇을 
지참해야합니까? 
응답“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를 통해 최고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을 준비해 가시기 비랍니다 

• 예방 접종 기록을 모힘한 의료 71록 (귀하가 새로운 의사를 처음으로 만날 경우) 

• 가족 병력-예약하기 전에 귀하 기족 병력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귀하의 의사쩌|게 줄 수 
있는 모등 정보는 귀하가 특정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지 결정히는데 도움이 휩니다‘ 

• 귀하가 현재 복용하는 처방악과 시판악의 목록， 얼마나 지주 복용하는자 왜 복용하는가 

질운: 제 의사가 “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 혹은 정기 건강검진을 저한테 
언급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한터| 물어봐야 합니까? 
응답‘ 귀하가 지난 12개월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었던 경우， 귀하의 의사쩌|게 l메디케어 환영” 여|방서비스 진료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진료는 귀하가 자신의 건강과 메디케어를 처음부터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외주는 종합적인 기준점을 
저|공합니다 꽤|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처럼 정기 건강검진 또한 특정한 검사 및 예빙주시와 곁은 귀하가 필요로 하는 

예방 서비스에 대한교육 및 상담뿐만 아니라 귀하의 건강의 철저한 검토와 다른 진료를 위한추천을 포함합니다 

질운: “메디케어 환영” 에방서비스 진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메디케어 환영’ 예방서비스 진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받으려먼 1-800-633-4227 
(1-800-MEDlC뼈E)(청각 장애자용 전화.: 1-877-486-2048}에 전화하십시오 영어 혹은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과 룡회하기 

위해 -에이전트” 라고 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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