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ps to Avoid Home Health Fraud 

일리노이 주정부 메디케어 정찰 프로그램 (Senior Medicare Patrol, SMP)은 건강정보 사기, 오/남용 사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Medicare Summary Notice나 Explanation of Benefits에 대한 문의사항은 SMP 프로그램으로 연락주세요 (800(800(800(800----699699699699----9043)9043)9043)9043). . . . 일리노이 SMP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illinoissmp.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가정가정가정 간호간호간호간호 사기사기사기사기 예방법예방법예방법예방법 만약 여러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외출할 수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외출할 수 없는 상태), 물리치료/재활치료/언어치료/간호 서비스등이 필요하다면, 메디케어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메디케어는 여러분이 위에 언급한 치료나 간호 서비스를 받고있지  않는한, 기본적인 가사 보조( 목욕, 옷입히기 등)나 체온/맥박/호흡/혈압 등 기본적인 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여러분이여러분이여러분이여러분이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사기를사기를사기를사기를 예방할예방할예방할예방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방법들입니다방법들입니다방법들입니다방법들입니다. 하지하지하지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할것할것할것할것…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로 메디케어 넘버를 알려주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얻기위해 전화를 걸어온 사람, 집을 방문하는 사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무료 서비스”, 예를 들어 무료 세미나, 운동 클래스, 건강 검사등은 여러분의 메디케어 넘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보냈다고 말하면서 불시에 방문한 사람의 서비스는 받지 마세요.  

 세미나, 행사장에서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용지에 서명하지 마세요. 

 정확히 살펴 보지 않은 서비스 시간 기록 용지나 다른 형태의 편지 또는 빈종이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해야해야해야해야 할것할것할것할것… 

 

 만약 가정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주치의에게 문의하세요. 당신의 주치의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주문하여야 합니다.  

 가정 간호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면, 해당업체에 여러분의 치료계획서 사본을 요구하세요. 이는 앞으로 업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왜 그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기 전에 주치의와 함께 치료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보세요. 메디케어 요약고지 (Medicare Summary Notice, MSN)나 당신의 보험회사 혜택 설명서 (Explanation of 

Benefits, EOB)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받지 않은 서비스,주치의가 주문하지 않은 서비스, 다른 실수등이 있는지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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