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Net Cal MediConnect Plan 
(Medicare-Medicaid Plan)

월 $0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HEALTH NET CAL MEDICONNECT는 의사 방문 및 긴급 진료부터 건강 선별 검사 및 
필요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귀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ealth Net Cal MediConnect 가입자는 건강 보장을 위해 어떠한 월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Medicare 및 Medi-Cal의 자격이 있고 Health Net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Health Net Cal MediConnect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플랜 요약 목록입니다. 귀하의 가입자 안내서에서 
완전한 목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County에서의 플랜 혜택 코페이

월 플랜 비용 $0

의사 진료소까지의 교통편 코페이 $0

의사 진료소 방문

코페이 $0주치의

전문의

웰니스/교육 및 신체 검사

실험실 검사, X-레이 또는 CAT 스캔 등의 기타 영상 코페이 $0

응급실, 구급차 및 긴급 진료 서비스 코페이 $0

병원 입원 코페이 $0

의료 기기(휠체어, 보행기 및 산소 등) 코페이 $0

재활 서비스 코페이 $0

직업 치료, 물리 치료 또는 언어 치료 코페이 $0

안과 검사 코페이 $0, 매년 1회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1 코페이 $0, 2년마다 Los Angeles 
County는 최대 $250, San Diego 
County는 $100.

청력 검사 코페이 $0

피트니스 센터 및 가정 내 피트니스 프로그램 코페이 $0

보청기 코페이 $0, 매년 최대 $1,510

당뇨병 용품 및 서비스 코페이 $0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 코페이 $0

족질환 치료 서비스 코페이 $0, 정기적 족질환 
관리를 위해 매년 최대 12회 방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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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코페이 $0, 매달 최대 2회 방문

음식 서비스 코페이 $0,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에서 퇴원한 후 최대 14
일까지 하루에 최대 2회분의 
음식을 가정으로 배달

장기 일상 서비스 및 지원(CBAS, MSSP, 요양원 시설) 코페이 $02

처방약 보장 – Health Net Cal MediConnect 보장 의약품 
목록

30일 분량

파트 D 제네릭의약품(유명 상표약 아님) 코페이 $0–$3.70

파트 D 유명 상표약 코페이 $0–$9.20

Medi-Cal에서 보장하는 처방약 및 비처방 의약품 코페이 $0

Medicare 파트 B 처방약 코페이 $0

비처방 의약품(Over-the-counter, OTC) 물품 코페이 $0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Los Angeles County는 1-855-464-3571번 또는 San Diego County는  
1-855-464-3572(TTY: 711)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업무 시간 이후, 주말 및 휴일에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업일 내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귀하는 또한 저희 온라인 웹사이트  
mmp.healthnetcalifornia.com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다년간의 혜택은 후반 연도들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코페이는 주에서 설정한 비용 분담 의무와 별개입니다.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는 Medicare 및 Medi-Cal 가입자들에게 양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 프로그램 모두와 계약을 맺은 건강 보험입니다.

주의: 귀하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County는 1-855-464-3571번 또는 San Diego County는 1-855-464-3572(TTY: 711)번을 이용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하십시오. 업무 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업일 내로 저희가 귀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이것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는 간략한 요약본이며 모든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플랜에 문의하거나 Health Net Cal MediConnect 가입자 안내서를 
읽어 보십시오.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는 Health Net, LLC. 및 Centene Corporation의 자회사입니다. Health Net
은 Health Net, LLC.의 등록된 서비스 상표입니다. 모든 기타 확인된 상표/서비스 표시는 해당 회사의 
소유입니다. 모든 사용 권한은 Health Net, LL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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