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비용 절약:
귀하의 비용 대부분
의 약물 치료 보장!

독점적인
환자 혜택!

대다수의 상
업용 보험
플랜들에서
보장됨! *

더 많은 월 비용을 절약하세요!
지금 등록하고
PANCREAZE에서 절약하세요.

지금 VIVUS 건강 상점에 등록하고
비타민 및 영양 보충제 비용을 절약하세요

PANCREAZE Engage 회원은 매월 다양한 비타민 및
영양 보충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월 절약 코드 보
상받으세요

PANCREAZE Engage에 참여하시면 환자와 간병인
이 다양한 약물 치료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처방전으로 받는 약당 최대 $100까지 절약
(30일 공급분) 또는 처방전당 $300를조제
약품 (90일 공급치).†

무료
배달

상업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본인부담금이 $0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귀하의
보험 적용 범위 확인하세요:
PANCREAZE.com/lookup

귀하의 구 제품을
직접 무료로 집에 배
송해드립니다!

§

오늘 등록하세요:

오늘 등록하세요:

PANCREAZEengage.com

PANCREAZEengage.com

조건이 적용됩니다. PANCREAZEengage.com을 방문하세요.
VIVUS 헬스 스토어 프로그램 약관, 자격 및 제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된 제품은 예시입니다. VIVUS는 제품 재고 및
선택에 대해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021-2022 VIVUS LLC. 판권 소유.
500168.04-D-USP 02/2022

관리 시장 통찰력 및 기술, LLC, 데이터베이스[2022년 2월]. 특정
플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기 부담 비용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격, 이용 약관에 대해서는 PANCREAZEengage.com을 방문하세요.
‡
특정 플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소셜 미디어에서 PANCREAZE를 팔로우하세요
링크의 내부 스프레드를 참조하세요.

등록 방법
PANCREAZE Engage
1

2

등록은 간단합니다. 시스템이절차를
안내합니다. 절차의 첫 번째 부분은
귀하의 자격, 약물 치료 비용을 지불
하는 방법 및 환자를 대신하여 등록
하는 환자 또는 간병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다음을 요청합니다:

유용한 힌트
• PANCREAZE 참여 대시보드에서 언제
든지절약 카드(Saving Card 의 교체 사
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보험 상태가 변경되었습니까?
프로필을 편집만 하시면 시스템이 절약
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매달 영양 제품에 대한 절약 코드가 대
시보드에 게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대
시보드에서 바로 VIVUS 헬스 스토어에
연결되므로 귀하의 코드를 쉽게 검색,
쇼핑 및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및 연락처 정보 입
력하세요
• 암호를 만드세요
• 의사의 진단 및 의사의 정
보를 입력하세요
• 일부 릴리스를 완료하세요

3

계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링크가 있
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통해 이일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
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계정이 활성
화됩니다.

오늘 등록하세요:

PANCREAZEengage.com

소셜 미디어에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PANCREAZE 환자 지원 콘텐츠의 경우, 절약
제공 및 경고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PancreazeOﬃcialPage
https://bit.ly/PANCREAZE-Facebook

Pancreaze_rx
https://bit.ly/PANCREAZE-Insta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