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침서
에 대한 정보 얻기.

정보 얻기

최고 수준의 치료 받기

새로운 지침서는 직원이 부상에 대해 최
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빨리
업무에 복귀하고, 빨리 일상 생활로 돌
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뉴욕주 직원상해보험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Board)

의학적
치료 지침서

의사들에 의해서 개발

이 지침서는 여러분과 같이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직원들을 전문적으
로 돕는 전국의 의사들로부터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증거 기반

이 지침서는 증거를 중심으로 하므
로 가장 엄격한 과학적 정보가 뒷
받침됩니다.
관료적 형식 무시

이 지침서는 또한 관료적 형식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서가 권장하는 대부분의 치
료는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치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 없으므로 곧 회복할 수 있습
니다!
기타 정보:
www.WCB.NY.Gov 를 방문하여

Medical Treatment Guidelines
(의학적 치료 지침서)를 검색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문의처:
(877) 632-4996 (무료전화) 또는
(518) 462-8880
이메일: General_Information@WCB.NY.Gov
www.WCB.NY.Gov

정보 얻기
이 지침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습
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실을 확인
하십시오!

의학적 치료 지침서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
손상에 최선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담당 의사가 이 지침서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새로운 지침서 때문에 나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틀렸습니다. 이 지침서는 직원이 부상에 대
해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업무 수행
중에 다친 직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한 의사
가 만든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이 지침서는 나에게 필요한 예외사항을 허용
하지 않는다.

사실:
이 지침서는 융통성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담당 의사가 다른 접근방법 사
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나 건강 상태가 더 나
빠진다면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
다.

사실: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
는 부상이 악화될 경우 필요한 의학적 치료
를 받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물리 치료, 척추 교정 치료 또는 침술 시술을
받을 수 없다.

사실:
이 지침서는 물리 치료, 척추 교정 및 침술
시술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의사는 해당 치
료법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
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와 직원은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직원 상해보험은 내 부상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
이 지침서는 직원 상해보험법에 따른 직원의
기본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
안 다쳤다면 필요한 치료비를 수령할 권리
를 가집니다.
의료비는 담당 의사가 계속해서 지침서를
따를 경우 지급됩니다.

잘못된 정보:
지침서의 목적은 치료를 제한하고 비용을 줄
이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

사실:

부상을 당한 첫 주에만 진통제를 받을 수 있
다.

지침서의 주요 목적은 직원이 최대한 빨리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아 빨리 회복하여 업
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상 당한
직원이 빨리 회복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는
다면 전체적인 비용은 적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 지침서는 필요한 진통제를 주문하지 못하
도록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상을 입은 직원은 단기간
동안에만 처방된 진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 통증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
오. 담당 의사는 진통제 처방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계속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는 의학적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지침서는 담당 의사가 건강 회복과 통증
완화, 예방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된 정보: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훨씬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사실:
새로운 지침서를 통해 대부분의 치료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의
사가 이 지침서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치료
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