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뷉긍벵鰙꒾鍙
본 핸드북은 12/31/2021까지 Molina Dual Options에 따라 적용되는 회원님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이는 의료 케어 서비스, 행동 건강(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처방 의약품 혜택, 장기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해 설명합니다.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은 회원님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대신
자택에 머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
되어 있습니다.
ꐵ벵鰙꒾깽끎귑벙ꏒ꼾ꉵꡙ껂騅騡겅꽁벙껢괍ꐱ鐽벱鮍ꨪꨙ굡
본 Cal MediConnect 플랜은 Molina Healthcare of California가 제공합니다. 본 회원 핸드북에서 “저희”,
“당사” 또는 “당사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 이는 Molina Healthcare of California를 의미하는 것입니
다. “플랜” 또는 “당사 플랜”이 언급되는 경우 이는 “Molina Dual Options”를 의미합니다.
ATTENTION: If you speak: English, Spanish, Arabic, Armenian, Cambodian, Chinese, Farsi, Korean,
Russian, Tagalog, Vietnamese,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free of charge, are available to you. Call
(855) 665-4627, TTY: 711, Monday - Friday, 8 a.m. to 8 p.m., local time. The call is free
ATENCIÓN: si habla español, tiene a su disposición servicios gratuitos de asistencia lingüística. Llame
al 1-855-665-4627 (TTY: 711).
ᔣഹ㙊ᆥ೯ɗ᪩₁Ƙ၄㘼೯ӯǲΐ⧋ᦇ఼⢤⠼༴чᅁѝĶ⣃⊗⿌㘸88=㙊 
PAUNAWA: Kung nagsasalita ka ng Tagalog, maaari kang gumamit ng mga serbisyo ng tulong sa wika
nang walang bayad. Tumawag sa 1-855-665-4627 (TTY: 711).
CHÚ Ý: Nếu bạn nói Tiếng Việt, có các dịch vụ hỗ trợ ngôn ngữ miễn phí dành cho bạn. Gọi số
1-855-665-4627 (TTY: 711).
주의: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55-665-4627
(TTY: 711)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ВНИМАНИЕ: Если вы говорит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о вам доступны бесплатные услуги перевода.
Звоните 1-855-665-4627 (телетайп: 711).
1-855-665-4627  اﺗﺼﻞ ﺑﺮﻗﻢ. إذا ﻛﻨﺖ ﺗﺘﺤﺪث اﻟﻠﻐﺔ اﻟﻌﺮﺑﻴﺔ ﻓﺈن ﺧﺪﻣﺎت اﻟﻤﺴﺎﻋﺪة اﻟﻠﻐﻮﻳﺔ ﺗﺘﻮاﻓﺮ ﻟﻚ ﺑﺎﻟﻤﺠﺎن:ﻣﻠﺤﻮﻇﺔ
.(711 :)رﻗﻢ ﻫﺎﺗﻒ اﻟﺼﻢ واﻟﺒﻜﻢ
1-855-665-4627  ﺑﺎ. ﺗﺳﮭﯾﻼت زﺑﺎﻧﯽ ﺑﺻورت راﯾﮕﺎن ﺑرای ﺷﻣﺎ ﻓراﮬﻢ ﻣﯽ ﺑﺎﺷد، اﮔر ﺑﮫ زﺑﺎن ﻓﺎرﺳﯽ ﮔﻔﺗﮕو ﻣﯽ ﮐﻧﯾد:ﺗوﺟﮫ
.( ﺗﻣﺎس ﺑﮕﯾرﯾدTTY: 711)

ՈՒՇԱԴՐՈՒԹՅՈՒՆ՝ Եթե խոսում եք հայերեն, ապա ձեզ անվճար կարող են տրամադրվել լեզվական աջակցության
ծառայություններ: Զանգահարեք 1-855-665-4627 (TTY (հեռատիպ)՝ 711):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1

ប្រយ័ត្ន៖ បើសិនអ្នកនិយាយភាសាខ្មែរ សេវាជំនួយផ្នែកភាសាដោយមិនគិតឈ្នួល គឺអាចមានសំរាប់បំរើអ្នក។
ចូរទូរស័ព្ទ 1-855-665-4627 (TTY: 711)។
항상 필요한 언어 또는 형식으로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시 요청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귀하가 별도의 요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귀하의 상시 요청을 계속 추적합
니다. 이 문서를 영어 이외의 언어본으로 받으시려면 주 정부에 (800) 541-5555(TTY: 711)번으로 월요
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5 p.m.(현지 시간)에 주 정부에 연락하여 원하는 언어로 기록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받으시려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
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귀하의 상
시 요청 신청 또는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상시 요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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鐝냽벪
Molina Dual Options Cal MediConnect Plan Medicare-Medicaid Plan은 Medicare와 Medi-Cal 간
에 계약을 체결한 건강 보험으로 두 프로그램의 모든 혜택을 회원님께 제공합니다.
Molina Dual Options의 보장은 최소 필수 보장(MEC)으로,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의 개인 공유 책임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웹사이트(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Families)를 방문하
여 MEC를 위한 개인 공유 책임 요구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한도, 자기부담금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olina Dual Options 회원
서비스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
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Molina Dual Options가 회원님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려면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 및/또는 약국 및 제공자 네트워크 목록은 연중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 드립니다.
혜택 및/또는 자기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Molina Healthcare는 관련 연방 시민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연령,
정신 또는 신체 장애, 건강 상태, 의료 서비스 이용, 클레임 경험, 병력, 유전 정보, 부보가능증거,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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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원으로서 첫 단계

꽙껢뷉긍깹龙ꡙ돨騥鐁
鍙
본 장에는 모든 Medicare 및 Medi-Cal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플랜인 Molina Dual Options와 해당 멤버
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Molina Dual Options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 정보와 함께
다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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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ROLQD'XDO2SWLRQVꂹ꺱귦벱뀹ꢑꡙ鍍벦騅騡
Molina Dual Options는 Cal MediConnect 플랜입니다. Cal MediConnect 플랜은 의사, 병원, 약국, 장기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 행동 건강 제공자 및 기타 제공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또한 이용하고 계신
모든 제공자 및 서비스 관리를 도와줄 케이스 관리자 및 케어 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
력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Cal MediConnect의 일부로 회원님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California 주
당국 및 Medicare & Medicaid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Cal MediConnect는 Medicare와 Medi-Cal을 모두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California 주 당국과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본 시범 프로
그램을 통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이용자들이 Medicare와 Medi-Cal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Molina Healthcare는 회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르며, 각자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Molina Dual Options는 회원님의 Medicare와 Medi-Cal 혜택을 하나의 플랜으로 결합
시켜 마음 편하게 개인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Molina Healthcare는 35년 전에 설립되어 의료 케어를 더 많은 사람, 특히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
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Molina는 회원님의 필요 사항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오늘날까지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olina Healthcar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 0HGLFDUHꍌ0HGL&DO꽒ꐱ
% 0HGLFDUH
Medicare는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개인.
65세 미만으로 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
말기 신장 질환(신부전) 환자.

% 0HGL&DO
Medi-Cal은 California 주의 Medicaid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Medi-Cal은 주 당국에서 운영하며, 그 비용
을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부담합니다. Medi-Cal은 장기 서비스 및 지원(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LTSS)과 의료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원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
램입니다. 이는 Medicare 혜택 대상이 아닌 추가 서비스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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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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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및 재원으로 간주되는 사항
적격자
서비스 혜택 대상
서비스 비용.
각 주는 연방 규정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Medicare와 California 주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회원님께서는 당사 플랜을 통해 Medicare와 Medi-Cal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가 플랜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Medicare와 California 주 당국을 통해 당사는 이 플랜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플랜 운영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회원님의 Medicare 및 Medi-Cal 서비스 수혜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뱉黙꺕꺱꽍
이제 Molina Dual Options에서 처방 의약품을 포함해 Medicare와 Medi-Cal 혜택 대상 서비스에서 받고
계신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꺱꺕ꀉ뱉黙괍錽껂법ꨙ駑骭駑듑錽ꖁ귦꺱꽁봽괃꧲騅騡
Molina Dual Options는 Medicare와 Medi-Cal 혜택이 서로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플랜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ꇥ鰝 건강 보험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법韕꺕 의료 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마다 케어 팀이 있고, 회원님이 직접 팀 구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케어 팀은 회원님 본인, 간
병인, 의사, 간호사, 카운셀러 또는 그 외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리자도 배정됩니다.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님과 함께 Molina Dual Options를 관리하고 케
어 팀의 케어 플랜 수립을 돕는 일을 합니다.
회원님은 담당 케어 팀, 케이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케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케어 팀과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님과 함께 상의해 각 회원의 건강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된 케어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케어 팀은 회원님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 간 조율을 도와 드립니다.
예를 들어,
담당 케어 팀은 담당 의사들에게 회원님께서 어떤 약을 먹는지 알려서 적합한 약을 먹고 있는
지 확인하고, 그러한 약 복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원님의 검사 결과를 모든 담당 의사들, 그리고 필요에 맞게 다른 의료 제공자들도 공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0ROLQD'XDO2SWLRQV꺕ꡙꖁꧡ냽괪
당사의 서비스 지역은 Los Angeles 카운티 전체를 포함합니다. 단, 우편번호 90704 구역은 제외됩니다.
당사의 서비스 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Molina Dual Options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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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뺩ꡙꖁꧡ냽괪ꍓ깹龙꺱법ꨙ駑鏺귭 이 플랜은 계속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서비스 지역 밖으
로 이사하시는 데 따른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사하시는 경우 해당 카운티
적격성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Los Angeles Field Office)
(866) 613-3777

( 뱉黙뷉긍꺱魕齡ꆱ鍓듭겹벝껍鏦귑鎱
다음 조건을 충족하시는 한 저희 플랜 회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당사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锵ꃩ鐝
가입 시점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锵ꃩ鐝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를 모두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锵ꃩ鐝
현재 Medi-Cal 가입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锵ꃩ鐝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카운티별로 추가적인 자격 요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돕꺉鎱鍒뱉黙괍錽껂법ꆱ镭騽법駑벪
플랜에 처음 가입하신 회원님은 건강 위험 평가(HRA)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는
저희가 회원님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회원님 역시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RA를 실시하는 것은 당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HRA의 결과는 회원님의 개별 케어 플랜(ICP) 수립의 기
초가 됩니다. HRA에는 회원님의 의료, LTSS, 행동 건강 및 기능상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
포함됩니다.
HRA를 위해 저희가 회원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HRA는 직접 방문, 전화 통화 또는 우편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HRA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ROLQD'XDO2SWLRQV괍돕꺉錽껂법ꨝ鏺귭 일정 기간 동안은 원래 진찰받으시던 의사의 진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플랜 가입 당시에 이용하고 있
는 현재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허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본인, 본인의 대리인 또는 의료 제공자가 현재의 제공자를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고 당사
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님이 주치의(PCP) 또는 전문 케어 제공자와 기존 관계를 맺고 있
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란, 회원님이 Molina Dual Options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그 이전 12개월 기간에 비응급 진찰을 위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최소 1회 방문했음
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확보할 수 있거나 회원님이 당사에 제공하는 회원님의 건강 의료 정보를 검토해
기존 관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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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원님의 요청에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님은 더 신속하게 결정해 달
라고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당사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회원님이 이러한 요청을 할 때 회원님과 담당 의료 제공자는 기존 관계의 증빙 서류를 제공하
고 특정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뀹꺕벪 이러한 요청은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Durable Medical Equipment, DME), 교통편, 기타 보조
적인 서비스 또는 Cal MediConnect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의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벝괃꧲騅
騡
케어 지속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당사가 담당 네트워크 외부 의사와 예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회원님의
1차 의료 제공자의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은 Molina Dual Options 네트워크 소속 의사 및 기타 제공자들
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본 건강 플랜에 참여하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당사 플
랜의 PCP는 IPA 및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담당 PCP를 지정하면 해당 제휴를 맺
은 IPA 또는 의료 단체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담당 PCP가 본인의 IPA 또는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은
전문의 또는 서비스에 회원님을 의뢰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IPA 또는 의료 단체(Medical Group)는 회원
에게 맞춰 조율된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PCP 및 전문의 협회입니다. 케어 받기에 관
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 똽곱먽ꍌ똽곱뱉黙
* 똽곱먽
필요한 케어를 받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케어 팀에서 회원님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케어 팀에는
담당 의사, 케이스 관리자 또는 회원이 선택한 기타 의료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케어를 관리하는 것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Molina Dual
Options에 가입하시면 케이스 관리자를 배정해 드립니다. 또한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님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Molina Dual Options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에 의뢰해 드릴 것입니다
케어 팀을 요청하시려면 (855) 665-4627, (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에 당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똽곱뱉黙
케어 팀이 회원님과 협의하여 케어 플랜을 마련해드립니다. 케어 플랜은 회원님과 담당 의사에게 회원
님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회원님의 의료, 행동 건
강 및 LTSS 필요를 포함합니다. 케어 플랜은 회원님과 회원님의 필요만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케어 플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원의 의료 케어 목표.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낸 일정.
건강 위험 평가 후, 담당 케어 팀이 회원님과 면담을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님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관
해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회원님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케어 플랜은 회원
님의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담당 케어 팀은 회원님과 협의해 일 년에 최소 한 번씩 케어 플랜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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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ROLQD'XDO2SWLRQV긑ꐱ봕ꀉ
Molina Dual Options에는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 뷉긍벵鰙꒾
본 회원 핸드북 은 회원님과 당사 간 계약의 일부입니다. 이는 당사가 반드시 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규
정을 모두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이러한 규정에 어
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 조치에 항의 또는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
기 방법에 관한 안내는 제9장을 참조하시거나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핸드북 을 요청하려면 (855) 665-4627, (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ww.MolinaHealthcare.com/Duals에서 회
원 핸드북 을 확인하시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원님께서 Molina Dual Options에 가입하신 달에
대해 유효합니다.

- 뷉긍괍鏉꽙鐲魕駑镭럽꽒ꐱ
이미 Molina Dual Options 회원 ID 카드, 제공자 및 약국 명부 이용 방법,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 이용 방
법에 관한 정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 0ROLQD'XDO2SWLRQV뷉긍,'떱鰙
Molina 플랜 하에서는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특정 행동 건강 서비스, 처방약 등을 포함해 Medicare
와 Medi-Cal 서비스를 모두 카드 1장으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모든 서비스/처방약을 이용하거나 받으실
때는 항상 이 카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ID 카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샘플 카드).

가지고 계신 Cal MediConnect 카드가 손상,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시면
새 카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
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플랜 회원으로 계시는 동안은 Cal MediConnect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색, 백색 및 청색 Medicare
카드나 Medi-Cal 카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카드들은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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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Molina Dual Options 회원 ID 카드 대신 Medicare 카드를 제시하면 제공자
는 당사 플랜 대신 Medicare에 청구하며, 회원님은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려면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혹시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MHP)으로부터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시
려면 Medi-Cal 카드가 필요합니다.

- 꽙鐲껍ꍌ겺钪ꇂ꒽
제공자 및 약국 명부에는 Molina Dual Options 네트워크 소속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약국들이 나와 있
습니다. 저희 플랜 회원으로 계시는 동안은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통해 혜택 대상 서비스를 받
으셔야 합니다. 처음 당사 플랜에 가입하셨을 경우 적용되는 일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8페이지 참조).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요청하려면 (855) 665-4627, (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
후 8 p.m. (현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ww.MolinaHealthcare.
com/Duals 에서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확인하시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본 명부에는 Molina Healthcare의 회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PCP), 병원 및 기타 의료 케어 제
공자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 명부에서는 Molina Healthcare 의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제공자에 대
한 다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용 언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지역
병원 특례 / 제휴
의료 단체
환자가 편리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케어를 받는 데 필요한 도움을 의사의 진료실에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리적 접근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사항
제한 사항
또한 제공자 명부에서는 제공자 사무실의 기타 접근성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의 접근성 표시 기호
를 사용합니다.
P= 주차
EB= 외부 건물
IB= 내부 건물
W= 대기실
R= 화장실
E= 검사실
T= 검사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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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휠체어 체중계
또한 제공자(의사, 병원, 전문의 또는 의료 클리닉)가 제공자 명부 또는 당사의 웹사이트
(www.MolinaHealthcare.com/Duals)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규 환자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顡맵급랩鐲镆껍꽒꺕
Molina Dual Options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플랜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그 외 의료 케어 전문가
당사 플랜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리닉, 병원, 요양 시설 및 기타 시설
LTSS, 행동 건강 서비스, 가정 의료 기관,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공급업체, 그리고 Medicare
또는 Medi-Cal을 통해 받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곳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들은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 당사 플랜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비용 전액으로 받
아들인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顡맵급랩겺钪꺕꽒꺕
네트워크 소속 약국은 당사 플랜 회원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 약국(드럭 스토어)을 의
미합니다.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보고 이용하고 싶은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선택하십시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 플랜에서 처방약 비용을 지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당사 네트
워크 소속 약국 중 한 곳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855) 665-4627, (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비스와 Molina Dual Options 웹사이트에서 모두 당사 네트워크 소속
약국 및 제공자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뵙렚騽ꟾ꺕겺믅ꇦ龚
플랜에는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짧게 줄여서 “의약품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록에는 Molina Dual Options 혜택 적용 대상 처방약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약품 목록에는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등과 같이 특정 의약품에 관한 규정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규정 및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회원님께 의약품 목록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리지만, 중간에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
습니다. 혜택 적용 대상 의약품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방문하시거나 (855) 665-4627, (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에 Molina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뵙렚ꡡꇂꡙ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이용하시는 경우, 회원님의 파트 D 처방약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 및 추적
하실 수 있도록 요약 내역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요약 내역서를 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라고 합니다.
EOB를 보시면 회원님 또는 회원님을 대신한 누군가가 회원님의 파트 D 처방약 구입을 위해 지출한 총
합계 금액, 그리고 해당 월 동안 회원님의 파트 D 처방약 구입 건별로 당사가 지급한 합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OB에 회원님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장에는 EOB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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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더불어 이것이 의약품 혜택 내역을 추적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OB 역시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본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
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ꆡꏁꨪ镭龚괂骭꺱맵ꍦꏒ
멤버십 기록을 업데이트하시려면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플랜의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와 약국은 회원님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꽙鐲껍굽겺
钪깽뷉긍騕꺕ꆡꏁꨪ镭龚꺁ꍑ렒깹龙곱鳡ꡙꖁꧡ鵍駑꺕겺믅꺁ꍘ깹ꨙ駑냽ꖁ귦꺱곹ꄅ韕鰙駑냽
ꂹ겉껅꧲騅騡 따라서, 반드시 회원님의 멤버십 기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본인의 고용주, 배우자의 고용주 또는 산재 보험 등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 혜택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사고에 따른 배상 청구 등 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요양 시설 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 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간병인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경우.
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855) 665-4627, (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
후 8 p.m.(현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鍙꺵鎱鍒꽒ꐱ 3+, 꺕ꐱ뵵
멤버십 기록의 정보는 개인 건강 정보(PHI)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법에 따라 당사
는 회원님의 PHI를 보호합니다. 당사는 회원님의 PHI를 확실히 보호합니다. 저희가 회원님의 PHI를 보
호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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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13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

제2장: 중요한 전화번호 및 리소스

꽙껢끎귑벙꽁붑ꏅ뵵ꍌꃩꧡ
鍙
본 장에서는 Molina Dual Options 및 회원님의 의료 케어 혜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중
요한 리소스를 제공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본 장을 통해 케이스 관리자 및 회원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
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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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ROLQD'XDO2SWLRQV뷉긍ꡙꖁꧡ괍ꉵ꺕법駑ꍦꏒ
(855) 665-4627번, 무료 전화입니다.

꽁붑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휴일, 정상 업무 시간 이외 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셀프서비스 및 음성 메일 옵
션 등과 같은 보조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을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
니다.
711번, 무료 전화입니다.

77<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의료 서비스:

멦ꧡ

팩스: (310) 507-6186번
파트 D(의약품) 서비스:
팩스: (866) 290-1309번
의료 서비스: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귭뫵

파트 D(의약품) 서비스:
7050 Union Park Center, Suite 200
Midvale, UT 84047
긶꺱맵

www.MolinaHealthcare.com/Duals

$ 뷉긍ꡙꖁꧡ괭麺ꍦꏒ
플랜에 관한 질문
보험금 청구, 비용 청구 또는 회원 ID 카드에 관한 질문
본인의 의료 케어에 관한 혜택 적용 결정
의료 케어에 관한 혜택 적용 결정은 다음과 관련된 결정을 말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 및 서비스 鵍駑
내 의료 서비스에 대해 Molina가 지급하는 금액.
회원님의 의료 케어와 관련한 혜택 적용 결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
십시오.
혜택 적용 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의료 케어에 관한 이의 제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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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는 당사가 회원님의 혜택에 대해 내린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원님 입
장에서 당사가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결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
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의료 케어에 관한 불만 사항
회원님은 당사 또는 네트워크 외부 또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본 건강 플랜에 참여하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받으시는
케어의 품질에 관해 당사 또는 품질개선기구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섹션 F 참
조).
저희에게 전화해 불만 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
~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의료 케어에 관한 혜택 적용 결정과 관련한 불만 사항인 경우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
습니다(위 섹션 참조).
Molina Dual Options에 대한 불만 사항을 Medicare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www.medicare.gov/MedicareComplaintForm/home.aspx 에 있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55) 501-3077번으로 전화해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Molina Dual Options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료 케어 관련 불만 사항 제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의약품에 관한 혜택 적용 결정
의약품에 관한 혜택 적용 결정은 다음과 관련된 결정을 말합니다.
회원에게 적용되는 혜택 및 의약품, 鵍駑
회원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Molina가 지급하는 금액.
이는 회원님의 파트 D 의약품, Medi-Cal 처방약, Medi-Cal 비처방약에 적용됩니다.
처방약과 관련한 혜택 적용 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의약품과 관련한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당사에 혜택 적용 결정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처방약과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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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麺돕꽒ꐱ
파트 D 의약품에 관한 이의 제기는 다음 주소에 우 팩스:
편으로 보내주십시오.
866-290-1309
Medicare Pharmacy 7050 Union Park Center Suite
200 Midvale, UT 84047
파트 D 의약품에 관한 이의 제기는 다음 주소에 우 팩스:
편으로 보내주십시오.
1-562-901-9632번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다음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파트 D 의약품

다음 기간 내에 결정됩니
다.

다음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접수해야 합 달력일 기준 7일
니다.
혜택 적용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

파트 D 의약품이 아닌 경우(이 다음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접수해야 합 달력일 기준 30일(14일 추
경우 의약품 목록에 별표가 표시 니다.
가 연장)
됨)
혜택 적용 결정으로부터 90일 이내.
의약품과 관련한 불만 사항
회원님은 당사 또는 약국에 대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하고 계신 처
방약에 관한 불만 제기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처방약에 관한 혜택 적용 결정과 관련한 불만 사항인 경우,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
다. (위 섹션 참조)
Molina Dual Options에 대한 불만 사항을 Medicare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www.medicare.gov/MedicareComplaintForm/home.aspx 에 있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약과 관련해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이미 본인이 대금을 지급한 의료 케어 또는 의약품에 대한 비용 지급을 참조하십시오.
당사에 비용 상환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받은 청구서 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
은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 대금 납입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요청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
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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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똽꺱ꧡ鐽ꃩ껍괍鏉ꉵ꺕법駑ꍦꏒ
Molina Dual Options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님의 연락 담당자입니다.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님의 전체 제
공자와 서비스 관리를 도와 드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회원님 및/또는 간
병인은 필요한 경우 해당 케이스 관리자 또는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배정된 케이스 관리자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lina Dual Options 직원은 회원님의 요구 사항(문화적/언어적/신체/행동 건강)
또는 지역에 따라 회원님의 케이스 관리자 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회원 서비스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번, 무료 전화입니다.

꽁붑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휴일, 정상 업무 시간 이외 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셀프서비스 및 음성 메일 옵
션 등과 같은 보조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을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
니다.
711번, 무료 전화입니다.

77<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귭뫵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긶꺱맵

www.MolinaHealthcare.com/Duals

% 똽꺱ꧡ鐽ꃩ껍괍鏉괭麺법駑ꟾ붦
본인의 의료 케어에 관한 질문
행동 건강(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
교통편에 관한 질문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에 관한 질문
LTSS에는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CBAS), 다목적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MSSP), 요양 시설(NF)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 의료 케어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뮤니티 기반 성인 서비스(CBAS),
다목적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MSSP),
전문 요양 보호,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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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
가정 의료 케어.
LTSS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Molina Dual Options에 (855) 665-4627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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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鍁뵵ꟾ騱꽁붑괍ꉵ꺕법駑ꍦꏒ
회원님은 Molina Healthcare의 간호사 상담 전화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습니
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님께 회원님의 언어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회원님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연결해드립니다. 간호사 상담 전
화는 미국 전역의 모든 Molina Healthcare 회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상담 전
화는 URAC 인증 건강 콜 센터로 2007년부터 제공되었습니다. URAC 인증은 간호사 상담 전화가 양질
의 진료, 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 결과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간호사 상담
전화는 또한 당사의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건강 정보 전화에 대해 2010년부터 HIP(건강 정보
제품) 관련 NCQ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NCQA는 건강 플랜에 적용 가능한 NCQA 건강 정보 표준을 준
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호사 상담 전화로 안전을 평가하고, 응급 서비스에 연결하고,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자
원을 검색하고, Molina 케이스 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Molina Dual
Options에 (888) 275-875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즉시 필요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경우 간호사 상담 전화에 연락하십시오. 본
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거나 911에 연락하십시오.
꽁붑

(888) 275-8750번, 무료 전화입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을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77<

711번, 무료 전화입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鍁뵵ꟾ騱꽁붑괍ꉵ꺕벝껅駑鏺귭
본인의 의료 케어에 관한 질문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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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꺕ꀉꐱ봕떱귱ꃾ铉꺲굶뵵뱁龙锵黥 +,&$3 괍ꉵ꺕법駑ꍦꏒ
의료보험 카운셀링-권익 옹호 프로그램(HICAP)은 Medicare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의료보험 관련 카운
셀링을 제공해 드립니다. HICAP 카운셀러는 질문에 답해 드리고 문제에 대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HICAP는 모든 카운티에 훈련받은 전문 상담사를 두고 있으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HICAP은 보험 회사나 건강 플랜과 관계가 없습니다.
(800) 434-0222번

꽁붑

월요일~금요일, 오전 9 a.m.~오후 4 p.m.(현지 시간)
711번

77<

월요일~금요일, 오전 9 a.m.~오후 4 p.m.(현지 시간)
Los Angeles County:

귭뫵

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520 S. Lafayette Park Place, Suite 214
Los Angeles, CA 90057
긶꺱맵

http://www.cahealthadvocates.org/HICAP/

' +,&$3괍ꉵ꺕벝껅駑鏺귭
Cal MediConnect 플랜에 관한 질문 또는 다른 Medicare 질문
HICAP 카운셀러는 새로운 플랜으로의 변경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며
회원님의 권리를 이해하고,
회원님의 플랜 선택을 파악하며,
의료 케어 또는 치료와 관련해 불만 사항 제기 ꍌ
청구서 관련 문제를 해결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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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믅넅鍙ꡝ镭钩 4,2 괍ꉵ꺕법駑ꍦꏒ
캘리포니아 주에는 Livant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Medicare 이용자들을 위한 케어 품질 개선을 돕는 의
사들과 그 외 의료 케어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Livanta는 본 플랜과 관계가 없습니다.
꽁붑

이의 제기: (877) 588-1123

77<

(855) 887-6668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
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귭뫵

Livanta
BFCC-QIO Program
10820 Guilford Road, Suite 202
Annapolis Junction, MD 20701-1105

긶꺱맵

https://livantaqio.com/en/states/california

( /LYDQWD괍ꉵ꺕벝껅駑鏺귭
본인의 의료 케어에 관한 질문
다음의 경우 회원님께서 받은 케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케어의 품질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너무 일찍 퇴원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鵍駑
가정 의료 케어, 전문 요양 시설 케어, 또는 종합 외래 환자 재활시설(CORF) 서비스가 너무
일찍 종료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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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HGLFDUH괍ꉵ꺕법駑ꍦꏒ
Medicare는 65세 이상 개인,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 특정 개인, 그리고 말기 신장 질환(투석 또는 신장
이식을 요하는 영구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Medicare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기관은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입니다.
꽁붑

1-800-MEDICARE(1-800-633-4227)
무료 전화이며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됩니다.

77<

1-877-486-2048번, 무료 전화입니다.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긶꺱맵

www.medicare.gov
Medicare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Medicare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또한, 병원, 요양원, 의사, 가정 의료 기관, 투석 시설 등에 관한 정보도 게시되
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이용자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소책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양식, 도움말 및 리소스”를 선택한 후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를 클
릭하시면 회원님이 계신 주의 Medicare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re 웹사이트에는 우리 지역의 플랜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HGLFDUH뱉黙멉꺵骑우리 지역의 Medicare 처방약 플랜, Medicare 의료 플
랜, Medigap (Medicare 보완 보험) 보험에 관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
립니다. “플랜 찾기” (Find plans)를 선택하십시오.
컴퓨터가 없으신 경우, 지역 도서관이나 노인회관에 가시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
호로 Medicare에 연락해 찾으시는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해당 정
보를 웹사이트에서 찾아 출력한 다음 보내드릴 것입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23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

제2장: 중요한 전화번호 및 리소스

* 0HGL&DO+HDOWK&DUH2SWLRQV괍ꉵ꺕법駑ꍦꏒ
Medi-Cal Health Care Options는 Cal MediConnect 플랜 선택 또는 그 외 가입 관련 문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꽁붑

1-844-580-7272번
Health Care Options 담당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6:00 p.m.에
연락 가능합니다.

77<

1-800-430-7077번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
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귭뫵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Health Care Options
P.O. Box 989009
West Sacramento, CA 95798-9850

긶꺱맵

www.healthcareoptions.dhcs.ca.gov/

+ &DO0HGL&RQQHFW2PEXGV뱁龙锵黥괍ꉵ꺕법駑ꍦꏒ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회원님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서비스 또는 청구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당사의 플랜 또는 다른 보험사나 건강 플랜과 관계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
료입니다.
꽁붑

1-855-501-3077번, 무료 전화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5 p.m.(휴일 제외).

77<

1-855-847-7914번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
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

귭뫵

Office of the Ombudsman MS-4412
1501 Capitol Avenue
PO Box 997413
Sacramento, Ca 95899-7413

긶꺱맵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MCDOfficeoftheOmbudsman.
aspx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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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떱귱먭뷉ꐲ냽꒽괍ꉵ꺕법駑ꍦꏒ
/RV$QJHOHV떱귱먭
(888) 613-3777번, 무료 전화입니다.

꽁붑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5 p.m.(현지 시간)
77<

711

귭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2707 South Grand Avenue
Los Angeles, CA 90007

긶꺱맵

http://dpss.lacounty.gov/wps/portal/dpss/main/about-us/customer-service-center

- 떱귱먭꽁ꉵ꽒ꨝ鎱鍒뱉黙괍ꉵ꺕법駑ꍦꏒ
/RV$QJHOHV떱귱먭꽒ꨝ鎱鍒꒽ 'HSDUWPHQWRI0HQWDO+HDOWK'0+ 
꽁붑

(800) 854-7771번, 무료 전화입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을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
니다.

77<

(562) 651-2549번, 무료 전화입니다.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
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떱귱먭꽁ꉵ꽒ꨝ鎱鍒뱉黙괍ꉵ꺕법ꨡ껅駑벪깽騡꺉鐹鍖꧲騅騡
카운티가 제공하는 행동 건강 서비스에 관한 질문 -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카운티 정신건강부에
연락하십시오.
정신 건강 혜택에 관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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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IRUQLD뀹鐽ꃩ뵒꺕ꀉ똽곱꒽괍ꉵ꺕법駑ꍦꏒ
캘리포니아 주 관리형 의료케어부(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는 의료 플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DMHC 헬프 센터에 연락하시면 Medi-Cal 서비스와 관련한 건강 플
랜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만 제기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꽁붑

1-888-466-2219번
DMHC 담당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6:00 p.m.에 연락 가능합니
다.

77<

1-877-688-9891번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
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귭뫵

Help Center
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980 Ninth Street, Suite 500
Sacramento, CA 95814-2725

멦ꧡ

1-916-255-5241번

긶꺱맵

www.dmhc.ca.gov

/ 镭럽ꃩꧡ
노인 학대 신고는 해당 카운티의 California 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 성인
보호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California 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 성인 보호 서비스
꽁붑

(877) 477-3646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77<

711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귭뫵

Community & Senior Services
3333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긶꺱맵

https://www.cdss.ca.gov/ Portals/9/APS/County_APD_ Contacts.pdf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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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플랜의 의료 케어 혜택 및 기타 혜택 대상 서비스 이용

꽙껢뱉黙꺕꺕ꀉ똽곱뵙렚ꍌ镭럽뵙렚騽ꟾꡙꖁꧡ꺱귦
鍙
본 장에서는 Molina Dual Options를 통해 의료 케어 및 기타 혜택 대상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특
정 용어 및 규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케이스 관리자, 다양한 유형의 제공자 및 일부 특수 상황(네트워크
외부 제공자 또는 약국 포함)에서 케어를 받는 방법, 플랜의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 직접 청구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DME) 소유 규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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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ꡙꖁꧡൈേ뵙렚騽ꟾꡙꖁꧡൈേ꽙鐲껍ൈꍌേ顡맵급랩꽙鐲껍ൈ괍鐽벙꽒
ꐱ
서비스는 의료 케어,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필요 물품, 행동 건강 서비스, 처방약 및 비처방 의약
품, 의료 기기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뵙렚騽ꟾꡙꖁꧡ는 이러한 서비스들 중 Molina의 플랜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혜택 대상 의료 케어, 행동 건강,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제
4장 혜택 차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공자는 회원님들께 서비스와 케어를 제공해 주는 의사, 간호사 및 그 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공자
라는 말에는 회원님들께 의료 케어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의료 기구 및 특정 장기 서비스 및 지원
(LTSS)을 제공하는 병원, 가정 의료 기관, 클리닉 및 기타 장소가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건강 플랜과 협력 관계에 있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들
은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비용 전액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동의한 제공자들입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
공자들은 회원님에게 제공한 케어 대금을 당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회원님께서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이용하시는 경우, 회원님께서는 보통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 뱉黙꺕뵙렚騽ꟾ꺵꺕ꀉ똽곱볆鬖鎱鍒껢镭ꡙꖁꧡꍌ냽긍 /766 꺱귦错
꽒
Molina Dual Options는 Medicare와 Medi-Cal의 혜택 대상 서비스를 모두 혜택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는 행동 건강,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이 포함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일반적으로 회원님께서 플랜 규정을 따르실 경우 의료 케어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및 LTSS에 대해 비용을 지급합니다. 플랜 혜택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으시는 케어는 반드시 뱉黙뵙렚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러한 혜택이 반드시 플랜의 혜택
차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트는 본 핸드북의 제4장에 있음).
케어는 반드시 꺕ꀉ꼾깹龙벁귑하다고 판정되어야 합니다.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회원님께
서 질병을 예방, 진단 또는 치료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합
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케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해당 케어를 지시했거나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 네트워크
소속 뀹떕꺕 3&3 가 있어야 합니다 플랜 회원은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PCP로 선택해
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당 PCP가 아닌 사람의 진료를 보거나 플랜 네트워크에서 다른 제공자를 이
용하려면 반드시 담당 네트워크 소속 PCP가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넁ꀉ뵎齢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Molina Dual Options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성 건강 관련 전문의 등 특정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의뢰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 진료협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 플랜의 PCP는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담당 PCP를 지정하시면 해
당 제휴를 맺은 의료 단체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는 담당 PCP가 본인의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은 전문의 또는 서비스에 회원님을 의뢰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의료 단체는 회원님께 맞춰
조율된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PCP 및 전문의 협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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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케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케어 또는 여성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찰을 받는 데는
PCP의 진료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PCP의 진료협력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케어
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CP 선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뷉긍騕깽ꍕ鰙ꨙ騱騶3&3꺕ꀉ騥돱굽꽙빱ꂹꄷ깽顡맵급랩꽙鐲껍괍鏉ꡙꡙꖁꧡꂹꍘ겁
겹벦騅騡보통, 의료 플랜 및 담당 PCP의 의료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지 않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케어에 대해서는 플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은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받은 응급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에는 혜택을 적용합
니다. 응급 상황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려면 섹션 H, 37페
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이지만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제공할 수 없는 케어를 필요로 하
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의료
적 필요성 판정이 완료되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케어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원 부담 전혀 없이 당사가 케어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의 진료를 받기 위해 승인을 받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려면 섹션
D,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플랜은 회원이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는 동안 짧은 기간에 받는 신장 투석에 대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Medicare가 승인한 투석 시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플랜에 가입하시면 현재 제공자에게 계속 케어를 받게 해달라고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
니다.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제공자와 기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요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장 8페이지 참조). 당사가
요청을 승인하면 회원은 해당 제공자에게 최장 12개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
간 동안 담당 케이스 관리자가 회원님께 연락해 담당 PCP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은 당사 네트
워크 소속 제공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12개월 후에도 회원님이 당사 네트워크 소속
이 아니며 담당 PCP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지 않은 제공자의 진찰을 계속해서 받을 경우 당사
에서는 더 이상 회원님의 케어 혜택을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 똽꺱ꧡ鐽ꃩ껍꽒ꐱ
& 똽꺱ꧡ鐽ꃩ껍麽"
Molina Dual Options 케이스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회원님의 케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
할 수 있는 주요 담당자입니다. 케이스 관리자는 회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케어를 조율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똽꺱ꧡ鐽ꃩ껍괍鏉ꉵ꺕법駑ꍦꏒ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려면 회원 서비스에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에 (855) 665-4627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TTY: 711번. 또는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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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똽꺱ꧡ鐽ꃩ껍ꏽ鏺ꍦꏒ
회원님께서는 케이스 관리자 부서 또는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케이스 관리자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 HealthCare Services 직원은 회원님의 요구나 위치를 바탕으로 케
이스 관리자 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뀹떕꺕꽁ꉵ꺕镭럽顡맵급랩꺕ꀉ꽙鐲껍ꍌ顡맵급랩궵꒽꺕ꀉ꽙鐲껍鰡꺕
똽곱
' 뀹떕꺕꺕똽곱
회원님은 본인에게 케어를 제공하고 관리해 줄 주치의(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사 플랜의 PCP는 의
료 단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담당 PCP를 지정하시면 해당 제휴를 맺은 의료 단체도 선택
하시게 됩니다.
േ3&3ൈ꺕꽒꺕굽뷉긍騕꺁깁벙3&3꺕괪벝
주치의(PCP)는 회원님께 정기적인 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 전문인 및/또는 메디
컬 홈(medical home) 또는 클리닉(연방 인증 의료 센터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을 말
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회원님의 케어를 위해 전문 의료 제공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Molina Dual Options PCP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
다. 하지만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은 여성 건강 전문의로부터 정기 및 예방 건강 케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진료협력 서비스 없이도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PCP는 대부분의 케어를 제공하고,
당사 플랜의 회원님이 받으시는 나머지 혜택 대상 서비스의 준비 또는 조율을 도와드립니다. 포함 내용:
X선 촬영
검사실 검사
치료 요법
전문의가 제공하는 케어
병원 입원
후속 관리
서비스 “조율”에는 회원님의 케어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들과 상의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특정 유형의 혜택 대상 서비스나 용품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PCP에
게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 문서를 발급해
줌). 담당 PCP가 당사로부터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PCP가 회원님
의 의료 케어를 제공 및 조율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의 모든 과거 의료 기록을 담당 PCP 사무실로 보
내셔야 합니다.
3&3ꡝ렚
회원님과 담당 PCP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PCP로 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집에서 가
까운 곳에 PCP가 있으면 의료 케어를 받고 PCP와의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가 더 쉽
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 제공자/약국 명부가 필요하시거나 PCP 선택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회원 서비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특정 전문의나 병원이 있으신 경우, 먼저 담당
PCP가 해당 전문의에 대해 진료협력 문서를 작성해 줄지, 또는 해당 병원을 이용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
시기 바랍니다. PCP를 선택하고 나면, 모든 의료 기록을 해당 PCP 진료실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당 PCP가 회원님의 병력을 확인하여 회원님께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기존 의료 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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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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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담당 PCP가 회원님의 모든 정기 의료 케어 서비스를 책임지므로 건강 관련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가장 먼저 담당 PCP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담당 PCP의 이름과 진료실 전화번호는 회
원님의 멤버십 카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3&3ꏽ鏺굲ꢕ
담당 PCP는 어떤 사유로든지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PCP가 당시의 플랜 네트워크를 탈퇴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PCP가 당사의 플랜 네트워크를 탈퇴할 경우, 당사 플랜 네트워크 소속인 신규
PCP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 플랜의 PCP는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담당 PCP를 변경할 경우, 의료 단체도 변경하
게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할 때 회원 서비스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는지 또는 PCP 승인이 필
요한 기타 혜택 적용 대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 서비스는 담당 PCP
를 변경할 때 전문 케어 및 기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PCP는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은 다음 달(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담당
PCP 변경 요청 시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www.mymolina.com 에서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PCP를 변경하거나 회원 서비스에 연락해 Molina Healthcare 제공자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문의하고 PCP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제공자의 경우 담당 PCP에게 진료협력 문
서를 받아야 합니다(응급 상황 및 혜택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긴급한 케어 서비스는 제외).
3&3꺕꽁꧶꺵괃꺱꺱귦벝껅駑ꡙꖁꧡ
대부분의 경우 다른 제공자들을 이용하기 전에 담당 PCP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PCP는 통상
적으로 의뢰서라고 불리는 서비스 승인 요청 양식(Service Authorization Request Form)을 제출하여 다
른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서비스는 담당 PCP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또는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응급 서비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에게 갈 수 없는 상황(예를 들어,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 네
트워크 외부 제공자들로부터 받는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는 동안 Medicare가 승인한 투석 시설에서 받는 신장 투석 서비스. (서
비스 지역을 떠나기 전에 회원 서비스에 연락해 주십시오. 외부에 계신 동안 투석을 받으실 수 있
도록 도와드립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에게 받는 독감 주사, B형 간염 예방 접종 및 폐렴 예방 접종.
정기 여성 건강 케어 및 가족 계획 서비스. 여기에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에게 받는 유방암 검사,
유방 조영술 검사(유방 X선 촬영), 팹(Pap) 테스트, 골반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원주민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진료협력 없이 원주민 의료 제공자
의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 조산원 서비스, 가족 계획, HIV 검사 및 카운셀링, 성매개감염병(STD) 치료

' 꽁ꉵ꺕ꍌ镭럽顡맵급랩꽙鐲껍鰡꺕똽곱
전문의란 특정 질병 또는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한 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전문의에는 여
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양전문의 케어.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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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장전문의 케어.
뼈, 관절 또는 근육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형외과전문의 케어.
소화기 또는 장기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장병전문의 케어.
신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장전문의 케어.
비뇨기 및 방광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뇨기과전문의 케어.
회원님은 특정 전문의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회원님의 케어를 위해 전문
의료 제공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PCP
로부터 진료협력 문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여성 건강 전문의로부터 정기 및 예방
건강 케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진료협력 서비스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에는 사
전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담당 PCP는 요청 대상 서비스의 긴급성에 따라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Molina Healthcare의 이용 관리부(Utilization Management Department)에 사전 승
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제4장 혜택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 꽙鐲껍錽뱉黙꺁렅뤱벙鏺귭딥벱겹벝꾭떕
이용하고 계신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플랜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제공자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신규 제공자는 Molina Dual Options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신규
제공자로부터 케어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변경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PCP가 Molina Dual
Options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희는 신규 PCP로
전환하여 혜택 대상 서비스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회원님을 도와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성질을 가지는 질병, 질환 또는 그 성질상 심각한 기타 의학적 문제나 장애로
인해 심각한 만성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완치 없이 지속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악화됨.
완화 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
심각한 만성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회원님은 최대 12개월 동안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병원을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급성 상태, 즉 빠르게 시작되어 신속한 관심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 처한 적이 있습니
다. 급성 상태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만성 상태보다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이 경우 회원님은 급성
상태 동안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자녀가 신생아이거나 생후 36개월 이하입니다. 회원님의 자녀는 최대 12개월 동안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불치병이 앓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로 예상되는 질병을 앓고 경우, 회원님은 질병 기간
동안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자신을 케어하는 의료 케어 제공자로부터 산모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받았다는 문서를
제시합니다. “산모 정신 건강 상태”는 출산 후 최대 1년 이내에 임신 또는 분만 전후 상태의 여성에
게 영향을 미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산모 정신 건강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회원님은 진단 후 최대 12개월의 기간 또는 만삭일까지의 기간 중 나중에 시작하는 기간 동
안 의사 또는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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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의사 또는 병원이 더는 Molina Healthcare에 가입하지 않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회원님이 Molina Healthcare에 가입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원님이 수술 또는 기타 절차를 실
시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원님의 제공자가 플랜의 네트워크를 탈퇴했지만 서비스 지역에 머무르고 회원님이 산모 정신 건강 문
제로 진단받은 경우, 회원님은 계속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 후 최대 12개월의 기간 또는 만삭
일까지의 기간 중 나중에 시작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혜택 대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 顡맵급랩궵꒽꽙鐲껍鰡꺕똽곱ꂹꍘ駑ꍦꏒ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포함해 당사 플랜의 혜택 적용이 필요한 의료 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당사 네트워
크 소속 제공자들이 그 케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해당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은 회원 본인 또는 담당 제공자
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없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정기 케어를 받으시는 경우, Medicare/Medicaid나 플랜은 모두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이용하시는 경우, 그 제공자가 반드시 Medicare 및/또는 Medi-Cal에 참여할 자
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Medicare 및/또는 Medi-Cal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공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
다.
Medicare에 참여 자격이 없는 제공자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해 비용 전액을 본
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공자에게는 Medicare 참여 자격 충족 여부를 회원님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 껢镭ꡙꖁꧡꍌ냽긍 /766 꺱귦ꍦꏒ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은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CBAS), 다목적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MSSP)
및 요양 시설(NF)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는 회원의 가정, 지역사회 또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LTSS의 여러 가지 다른 유형입니다.
냽괪뷉镭ꍕꡮ꺵ꡙꖁꧡ &%$6 : 해당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 요양 케어, 사회 복
지 서비스, 작업 및 언어 치료 요법, 개인 케어, 가족/간병인 교육 및 지원, 영양 서비스, 교통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환자, 시설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騡ꇦ꼾鐝齶껍ꡙꖁꧡ뱁龙锵黥 0XOWLSXUSRVH6HQLRU6HUYLFHV3URJUDP0663 : California 주
에만 있는 프로그램으로 요양 시설에 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쇠약
한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를 제공합니다.
Medi-Cal 자격이 있는 개인으로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은 이 프로그램 자격이 됩니다. 이 프로
그램은 요양 시설 배정에 대한 대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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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P 서비스에는 성인 주간 케어/ 지원 센터, 물리적 적응 및 보조 장치와 같은 주택 지원, 가
사일 및 개인 케어 지원, 보호 감독, 케어 관리 및 기타 유형의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
지 않습니다.
1) 귑곎ꨙꡡ :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
담당 케이스 관리자가 각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해 자세
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
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볆鬖鎱鍒 꽒ꨝ鎱鍒ꍌꉹ넅귦껢겝 ꡙꖁꧡ꺱귦ꍦꏒ
회원님은 Medicare와 Medi-Cal의 혜택 적용 대상이 되며 의료적으로 필요한 행동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에서는 Medicare 혜택 적용 대상인 행동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Medi-Cal 혜택 대상 행동 건강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Los Angeles
카운티 정신건강부(DMH)를 통해 자격을 충족하는 Molina Dual Options 회원님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HGL&DO볆鬖鎱鍒ꡙꖁꧡ끎/RV$QJHOHV떱귱먭꽒ꨝ鎱鍒꒽ '0+ ꂹ룲벱0ROLQD
'XDO2SWLRQV궵꒽괍ꡙ꽙鐲魕駑ꡙꖁꧡ꿂ꂕ
Medi-Cal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는 Medi-Cal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
하시는 경우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MHP)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카운티 정신건강
부(Department of Mental Health, DMH)가 제공하는 Medi-Cal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포함되는 서비
스:
정신 건강 서비스(평가, 치료 요법, 재활, 부수적 및 플랜 수립)
약물 투여 지원 서비스
주간 집중 치료
주간 재활
위기 개입
위기 안정화
성인 주거 치료 서비스
위기 주거 치료 서비스
정신과 건강 시설 서비스
정신과 입원 환자 병원 서비스
표적 케이스 관리
Drug Medi-Cal 의료적 필요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Los Angeles 카운티 정신건강부(DMH)를 통해 Drug
Medi-Cal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카운티 정신건강부(DMH)가 제공하는 Drug
Medi-Cal 서비스에 포함되는 서비스:
외래 환자 집중 치료 서비스
거주 치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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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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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 무약물 서비스
진통제 치료 서비스
아편류 의존에 대한 날트렉손 서비스
위에 나와 있는 Drug Medi-Cal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필요성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자발적 입원 환자
중독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에서는 다양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치료 제공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자 목록은 Molina Dual Option 회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회원 서비스에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
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 제공자/약국 명부가 필요하시거나 행동 건강 제공자 선택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
요하신 경우 회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서비스 중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회원
본인 또는 담당 행동 건강 제공자 또는 담당 PCP는 요청 대상 서비스의 긴급성에 따라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Molina Healthcare의 이용 관리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제4장 혜택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케어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
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회원님께서 질병을 예방, 진단 또는 치료하거나 현재의 정신 건
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케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 및 의료 활동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현재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MHP)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Medi-Cal 전문 정신 건
강 서비스 또는 의약품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Molina 케이스 관리자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카운티 기관에 의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
면 카운티 당국에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 중에서 해당 번호로 연락하시
면 됩니다.
꽁ꉵ꽒ꨝ鎱鍒ꡙꖁꧡ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1-800-854-7771
Riverside University Health System – Behavioral Health 1-800-706-7500
San Bernardino County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1-888-743-1478
San Diego County Behavioral Health Services 1-888-724-7240

'UXJ0HGL&DOꡙꖁꧡ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1-844-804-7500
Riverside University Health System – Behavioral Health 1-800-499-3008
San Bernardino County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1-888-743-1478
San Diego County Behavioral Health Services 1-888-724-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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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钍룲뫵ꡙꖁꧡ꺱귦ꍦꏒ
Molina Dual Options는 다음과 같이 플랜에서 승인된 장소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여 회원님께서 해
당 장소에서 혜택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 PCP 또는 제공자 진료실
전문의 진료실
치료 요법 또는 행동 건강 예약
클리닉, 긴급 케어, 병원 또는 외래 수술 센터
치과 의사
안과 의사 진료실
또한, 진료 예약을 하지 않고도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약국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의 진료실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처방약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약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의료 케어 제공자에게 약국에 전화하여 처방약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교통편 운전사에
게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약국 방문을 예약하려면 또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844) 644-6357,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으로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최대 30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하여 정기 예
약을 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교통편을 예약하십시오. 그러나 긴급/당일 예약 또는 시설 퇴원이 약국 방
문의 이유인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편 요청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꺕ꀉ꼾꺎镆ꟾ붦꺱韕镱镆법鏉벁귑벙똽곱ꂹꍘ駑鏺귭鵍駑껩韙꺱ꍙꠚ벙
鏺귭뵙렚騽ꟾꡙꖁꧡ꺱귦ꍦꏒ
+ 꺕ꀉ꼾꺎镆ꟾ붦ꨙ꺕똽곱
꺕ꀉ꼾꺎镆ꟾ붦꺕꽒꺕
의료적 응급 상황이란 심한 통증 또는 심각한 부상 등의 증상이 있는 의료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
태가 아주 위중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회원님은 물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해 평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원님의 건강이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심각한 위험, 鵍駑
신체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 鵍駑
신체 장기 또는 부위에 심각한 기능 장애, 鵍駑
출산 중인 임산부의 경우에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회원 또는 태아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
꺕ꀉ꼾꺎镆ꟾ붦꺱ꍙꠚ벙鏺귭벝꺹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37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

제3장: 플랜의 의료 케어 혜택 및 기타 혜택 대상 서비스 이용

뒙騽벙ꖥꃩ鬁귽꺁돪법鬁龚법ꨪꨙ굡 911에 신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 또는 병원으로 갑
니다.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부릅니다. 먼저 담당 PCP로부터 승인이나 진료협력을 받으실 필요가
괃꧲騅騡.
錽駢벙벙ꖥꃩ騶뱉黙괍뷉긍騕꺕꺎镆ꟾ붦괍騽벱겉齡뀹ꨪꨙ굡저희는 회원님의 응급 케
어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님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통 48시간
이내에 당사에 응급 케어를 받고 계시다고 전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에 통보를 늦
게 했다고 해서 응급 서비스 비용을 회원님이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ID 카드 뒷
면을 보면 회원 서비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꺕ꀉ꼾꺎镆ꟾ붦꺕뵙렚騽ꟾꡙꖁꧡ
Medicare나 Medicaid에서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 및 그 영토 이외 지역에서는 응급 의료 케어
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랜에 문의해 주십시오.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서는 어디든 필요한 경우에 혜택이 적용되는 응급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
급실까지 가시는 데 구급차가 필요하신 경우, 플랜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4장 혜택
차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응급 상황이 끝난 후 회복을 위해 후속 관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속 관리는 본 플랜의 혜
택 대상입니다.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응급 케어를 받으시는 경우, 가능한 빨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케어를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Molina Dual Options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네트워크 내부 또는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안정화 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플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승인한 경우
회원의 상태를 유지 및 안정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실시된 경우
꺎镆ꟾ붦꺱겁騍鲉꺎镆똽곱ꂹꍘ駑ꍦꏒ
회원님이 의료적 응급 상황 또는 행동 건강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가끔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응급 케어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
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회원님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케어에 대해
서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일단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한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케어에 대해 플랜은 다
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찾아가 케어를 받는 경우. 鵍駑
추가적으로 받는 케어가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로 간주되고, 회원님이 그러한 케어를 받는 데 적
용되는 규정을 따르신 경우. (다음 섹션 참조.)

+ 镱镆법鏉벁귑벙똽곱
镱镆법鏉벁귑벙똽곱꺕꽒꺕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즉시 케어가 필요한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상태에
직면했을 때 받는 케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질환이 재발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뱉黙꺕ꡙꖁꧡ냽괪韱괍껅꺁鲉镱镆법鏉벁귑벙똽곱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해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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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로부터 케어를 받는 경우. 锵ꃩ鐝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다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찾아갈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받는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
에 혜택을 적용해 드립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거나 찾아갈 수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한 응급 케어 센
터를 통해 응급 케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간호사 상담 라인에 (888) 275-8750
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TTY 이용자의 경우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뱉黙꺕ꡙꖁꧡ냽괪궵꒽괍껅꺁鲉镱镆법鏉벁귑벙똽곱
서비스 지역 외부에 계신 경우,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플랜은 어떤 제공자든 그 제공자로부터 받은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본 플랜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 또는 그 외 다른 케어를 받으실 경우 혜택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 껩韙ꨙ똽곱
해당 주 정부, 보건 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장관 또는 미 대통령이 회원님이 거주하
는 지리적 지역에 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도 회원님은 여전히 Molina Dual Options의 케
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재난 선포 시에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당사 웹사이트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방문해 주십시오.
재난 선포 시에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통한 케
어를 받는 경우에도 회원님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난 선포 시에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처방 의약품을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조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뱉黙꺕뵙렚騽ꟾꡙꖁꧡ괍騽벱냾꽎돪钩ꍘ깽鏺귭딥벱겹벝꾭떕
제공자가 청구서를 플랜에 보내지 않고 회원님께 보내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냾꽎騽镅꺁韦껂법ꨙꆱ겅魦騅騡냾꽎韦껂법ꨡ鏺귭뱉黙괍ꡙ駑锵騽镅꺁ꟾ붕벱鰙ꃩ냽ꇸ벝껅
꧲騅騡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직접 대금을 납입하셨거나 혜택 대상 의료 서비스에 대해 청구서를 받
으신 경우, 제7장을 참고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ꡙꖁꧡ괍ꐵ뱉黙꺕뵙렚꺱꼾귦魕냽겇駑鏺귭딥벝껅駑꾭떕

Molina Dual Options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정된 서비스. 锵ꃩ鐝
플랜의 혜택 차트에 나와 있는 서비스(제4장 참고). 锵ꃩ鐝
플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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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랜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锵ꖁ귦꽁겞깽뷉긍騕阕ꡙ꒽騱벱겹벦騅
騡.
특정 의료 서비스 또는 케어에 대해 플랜에서 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 회원님께는 저
희에게 물어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문의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서비스에 대
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경우, 회원님께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
니다.
제9장에 특정 의료 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혜택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야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혜택 적용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본인의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해진 한도만큼 비용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한 유
형의 서비스를 더 이용하시려면 그에 대한 비용 전액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용 한도가 얼
마인지, 그리고 이용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문의해 주십시오.

- 껁ꟾꨡ봕괭钩괍덵괩법鐝껅駑鏺귭꺕ꀉ똽곱ꡙꖁꧡ꽙鐲뵙렚
- 껁ꟾꨡ봕괭钩꺕꽒꺕
임상시험 연구(임상시험이라고도 함)는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 케어나 의약품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의사들은 연구를 도와줄 자원자들을 찾습니다. 이런 유형의 연구는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 케어나 의약
품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edicare 또는 당사 플랜에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연구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연구 관계자가 회원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담당 관계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회원님께서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시는 한 계속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본
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수락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저희 플랜 가입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연구와 관련 없
는 케어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re 승인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당사 또는 담당 PCP로부터 승인을 받으실 필
요가 없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케어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할 계획인 경우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케이스 관리자가 회원 서비스에 연락하고
회원님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 껁ꟾꨙ봕괭钩괍덵괩벙鏺귭꺕ꡙꖁꧡ괍騽벙냽镆
Medicare에서 승인한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님은 해당 연구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Medicare에서 해당 연구에서 보장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회원님의 케어와
관련한 일상적인 비용을 지급할 것입니다. Medicare 승인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연구의 일
환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포함 내용: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Medicare에서 비용을 부담할 병원 입원 비용.
임상 연구에 포함되는 수술 또는 그 외 의료 시술.
새로운 케어에 따른 일체의 부작용 및 합병증의 치료.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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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에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당사 플랜에서는 승인한 임상시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Medicare 또는 당사 플랜에서 ꧶꺵법냽겇깽 연구에 참여하시는 경우, 해당 연
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발생하는 일체 비용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껁ꟾꨙ봕괭钩괍鐽벙껍꡵벙韱귦
Medicare 웹사이트에 있는 “Medicare 및 임상시험 연구”를 보시면 임상시험 연구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medicare.gov/Pubs/pdf/02226-Medicare-and-Clinical-ResearchStudies.pdf).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
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ꖁ꺕ꀉ똽곱꿂钍镭鐽괍껅駑鏺귭꺕ꀉ똽곱ꡙꖁꧡ뵙렚꺱꽙鐲魕駑ꍦꏒ
. ꖁ꺕ꀉ똽곱꿂钍镭鐽꺕꽒꺕
비의료 케어 종교 기관은 병원이나 전문 요양 시설에서 보통 받으실 수 있는 케어를 제공하는 장소입니
다. 병원이나 전문 요양 시설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본인의 신앙에 어긋나는 일인 경우, 비의료 케어 종
교 기관에서 받는 케어에 대해서는 혜택을 적용해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의료 케어를 받겠다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Medicare 파트 A 입원
환자 서비스(비의료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Medicare는 비의료 케어 종교 기관이 제공하
는 비의료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합니다.

. ꖁ꺕ꀉ똽곱꿂钍镭鐽꺕똽곱꺱귦ꍦꏒ
비의료 케어 종교 기관에서 케어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비제외” 의료 치료를 받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
용의 법적 문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비제외” 의료 치료란 자발적이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규상 의무 사항이 아닌 일체의 케어를 의
미합니다.
“제외” 의료 치료란 자발적이지 않으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규상 의무 사항인 일체의 케어를 의
미합니다.
본 플랜의 적용을 받으려면, 비의료 케어 종교 기관으로부터 받으시는 케어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
니다.
해당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이 반드시 Medicare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플랜의 서비스 혜택 적용이 케어의 비종교적 측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설 내에서 받으시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입원 환자 병원 케어 또는 전문 요양 시설 케어에 대해 반드시 혜택 대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의료적 질환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당사 플랜의 혜택이 적용되는 입원 일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4장 혜택 차트 참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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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韱钩ꡮ껅駑꺕ꀉ껢ꖁ 'XUDEOHPHGLFDOHTXLSPHQW'0(
/ 뱉黙뷉긍깹龙ꡙ'0(꺱귦
DME란 제공자가 회원님의 가정 내 사용 용도로 주문한 품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목의 예로는 휠체어,
목발, 전동 매트리스 시스템, 당뇨 용품, 제공자가 가정용으로 주문한 병원 침대, 정맥 내(IV) 주입 펌프,
발성 장치, 산소 장비 및 공급 장치, 네뷸라이저, 보행기가 있습니다.
보철 같은 품목의 경우 항상 소유하셔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반드시 대여하셔야 하는 DME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Molina Dual Options 회원님
의 경우 대여 기간과 관계없이 DME는 본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DME 품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알아보시려면 회원 서비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ULJLQDO0HGLFDUH鵍駑0HGLFDUH$GYDQWDJH龙꽁붕법駑鏺귭'0(깝铉
Original Medicare 프로그램의 경우 DME의 특정 유형을 대여한 사람은 13개월 이후 소유권을 가집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의 경우 플랜은 사람들이 소유 전에 특정 유형의 DME를 대여해야 하는 개월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뀹꺕벪 제12장에서 Original Medicare와 Medicare Advantage 플랜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자세한 정보는 Medicare & You 2021 핸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사본이 없는 경우
Medicare 웹사이트(http://www.medicare.gov)에서 다운로드하거나 1-800-MEDICARE (1-800-633-4227)
에 연락하여(연중무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서 DME 품목을 소유하려면 Original Medicare에서 13번 연속 비용을 지급하거나, Medicare
Advantage 플랜에서 설정한 횟수로 비용을 연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 플랜에 가입해 있는 동안 DME 품목의 소유주가 되지 않은 경우 ꍌ
당사 플랜을 탈퇴하여 Original Medicare 프로그램의 건강 플랜 외부 또는 Medicare Advantage 플
랜 외부에서 Medicare 혜택을 이용한 경우.
플랜 가입 전에 Original Medicare 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에서 DME 품목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벱騶2ULJLQDO0HGLFDUH鵍駑0HGLFDUH$GYDQWDJH騽镅깽뱉黙렅뤱븁냽镆벱겹법駑镅겞괍묩벥魕
냽겇꧲騅騡
DME 품목을 소유하려면 Original Medicare에서 새롭게 13회 연속으로 지급하거나 Medicare
Advantage 플랜에서 정한 횟수만큼 새롭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Original Medicare 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뱉黙뷉긍깹龙ꡙ껢ꖁ꺱귦뵙렚
Medicare에서 보장하는 산소 장비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플랜의 회원님께는 다음이 보장됩니
다.
산소 장비의 대여
산소 및 산소 함유물의 전달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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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및 산소 함유물 전달용 튜브 및 관련 부가 장치의 제공
산소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정비
산소 장비가 더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회원님께서 저희 플랜을 탈퇴하시는 경우에는 산소 장비
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 2ULJLQDO0HGLFDUH鵍駑0HGLFDUH$GYDQWDJH龙꽁붕법駑鏺귭껢ꖁ꺱귦
산소 장비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뷉긍騕阕ꡙ꼽뺩뱉黙꺁렅뤱벙븁2ULJLQDO0HGLFDUH龙꽁붕법ꨝ鏺
귭에는 산소 장비를 공급자로부터 36개월 동안 임대하시게 됩니다. 월 임대료는 위에 나열한 산소 장비
와 공급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껢ꖁꂹ鍙긑鬖겅껁騽벙븁 산소 장비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공급자는 별도 24개월 동안 산소 장비, 공급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최대 5년 동안 산소 장비와 공급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颁꺱냽韙ꨙ꽍괍鬁 산소 장비가 의학적으로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공급자는 더는 산소 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회원님께서는 특정 공급자로부터 교체 장비를
받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5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공급자로부터 36개월 동안 임대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급자가 별도 24개월 동안 산소 장비, 공급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소 장비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5년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산소 장비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뷉긍騕阕ꡙ꼽뺩뱉黙꺁렅뤱벙븁0HGLFDUH$GYDQWDJH뱉黙깹龙
꽁붕법ꨙ駑鏺귭에는 적어도 Original Medicare의 보장범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이 어떤 산소 장비와 공급품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경우에는 문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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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뵙렚덥맵
鍙
본 장에서는 Molina Dual Options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의 제한에 대해 설명합니
다. 또한 플랜에서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설명합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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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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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렚騽ꟾꡙꖁꧡ
본 장에서는 Molina Dual Options가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혜택 대상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의약품 혜택 관련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
에서는 또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한도를 설명합니다.
Medi-Cal에서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플랜 규정을 준수하신다면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비
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랜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적용 대상 서비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케이스 관리자에게 및/또는 Molina 서비스
로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연락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뷉긍괍鏉ꡙꖁꧡꖁ귦꺁돪钩법駑꽙鐲껍괍騽벙错꽒
본 플랜에서는 Molina Dual Options 제공자들이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 회원님께 서비스 대금을 청구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며, 회원님이 대금 청구를 받지 않
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당사가 제공자에게 제공자가 서비스에 대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뷉긍騕깽뵙렚騽ꟾꡙꖁꧡ괍騽벱꽙鐲껍龙꒽롭냾꽎돪钩ꡙꂹꍘ꺁꺹꺱꽁봽괃꧲騅騡. 직접 청구를
받을 경우, 제7장을 참조하시거나 회원 서비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뱉黙꺕뵙렚덥맵
혜택 차트에는 플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는 서비스 카테고리가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고,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騶괍ꡙ駑騡꺉错꽒꺱뀽魕駑鏺귭괍벙벱뵙렚덥맵괍韕굽껅駑ꡙꖁꧡ騽镅꺁냽镆벦騅騡회원
님은 아래에 나와 있는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한, 혜택 차트에 나와 있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전
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Meidcare 및 Medi-Cal 혜택 대상 서비스는 반드시 Medicare와 Medi-Cal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는(의료 케어, 행동 건강 및 물질 사용 서비스, LTSS, 공급 물품, 장비 및 의약품 포함) 반드
시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회원님께서 질병을 예방, 진
단 또는 치료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케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활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삶을 보호하고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장애를 예방하며 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합리
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료 케어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로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당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받으신 케어에 대
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와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 이용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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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PCP) 또는 케어 팀이 있어서 회원님의 케어를 제공 및 관리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당 PCP가 아닌 사람의 진료를 보거나 플랜 네트워크 소속의 다른 제공자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담당 PCP가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진료협력이라고 합니다. 진료협력 문서 발급에 관한 자
세한 내용과 진료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회원님은 반드시 담당 PCP 의료 단체와 제휴를 맺은 제공자에게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혜택 차트에 나와 있는 서비스 중에는 담당 의사 또는 다른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먼저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
전 승인이 필요한 혜택 대상 서비스는 혜택 차트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혜택 차
트에 나와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용, 성형 및 재건 목적 시술
신경 심리 검사 및 심리 검사 및 치료
전문 약국 의약품
수면 연구
모든 예방적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혜택 차트에서 예방적 서비스 옆에는 이 사과 모양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

CPO(케어 플랜 선택) 서비스는 개별 케어 플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가정에서
식사, 회원님이나 간병인에 대한 지원, 샤워 손잡이 및 경사로 등과 같이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합니
다 이러한 서비스는 회원님이 전보다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Medi-Cal에
서 혜택을 승인받은 LTSS(장기 서비스 및 지원)를 대체하지는 겇꧲騅騡. Molina Dual Options가
과거에 제공한 CPO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 및 식사. 도움이 필요
하거나 CPO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담당 케어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
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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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렚덥맵


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ꐲ꒽騽鬖ꄢꂕ鎽

$0

위험 상태인 분들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비용
을 지급합니다. 회원님께서 특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 담당 의
사, 의사 보조, 임상 간호사(NP), 임상 간호 전문가로부터 의뢰가 있
을 경우 플랜에서 본 검진 비용을 지급합니다.
$0

떥
당사는 1개월에 2회의 외래 침술 서비스,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원님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만성 요통이 있는 경우, 당사는 또한
12회까지 90일의 침술 내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합니다.
12주 이상 지속되며,
비특이적이며(전이성,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과 관련이 없
는 등 식별될 수 있는 전신 원인이 없는 경우),
수술과 관련이 없으며,
임신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한, 회원님이 개선을 보이시는 경우, 당사는 만성 요통에 대해 추
가 8회의 침술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원님은 만성 요통에 대한 침술
치료를 매년 20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님이 나아지지 않거나 또는 더 악화될 경우, 만성 요통에 대한
침술 치료를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겉뚑굩굡귦鎽ꍌ떱귱ꃾ

$0

알코올을 오용하지만 알코올 의존적이지는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1
회에 한해 알코올 오용 검사(SBIRT) 비용을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알코올 오용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1차 케어 환경에서 자
격을 갖춘 1차 의료 제공자 또는 임상의와 연간 최대 4회까지 간단
한 직접 대면 카운슬링 세션(카운슬링이 가능하고 그 동안 각성 상태
인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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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钩镆덥ꡙꖁꧡ

$0

혜택 대상 앰뷸런스 서비스에는 지상, 고정익(fixed-wing) 및 회전익
(rotary-wing) 앰뷸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케어를 받으
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까지 모셔 드립니다.
회원님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다른 방법으로 케어 장소까지 이동
할 경우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 외 경우에 앰뷸런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당사의 승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당사에서 앰뷸런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다른 방법으
로 케어 장소까지 이동할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괭齽鎱鍒鎽넁

$0

1년에 1회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현재 위험 요
인을 바탕으로 예방 계획을 세우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목적입니
다. 12개월에 1회 당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鐥넅鼆땞꽒

$0

자격을 충족하는 회원님에 대해 특정 시술 비용을 부담합니다(대개
골 질량 손실 위험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큰 경우). 이러한 시술을 통
해 골 질량을 파악하고, 골 손실을 찾거나 골 상태를 확인합니다.
당사는 24개월마다 1회,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서비
스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결과를 살펴보고 소견을 얘기해줄 의사
비용도 부담합니다.
깝ꍦ겑鎽 깝ꍦ꾭괾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35세~39세 사이 회원님의 경우, 기초 유방 조영술 1회
40세 이상 회원님의 경우, 검사 목적 유방 조영술, 12개월마다 1
회
임상 유방 검사, 24개월마다 1회
ꨩ껢껩붙ꡙꖁꧡ

$0

운동, 교육 및 카운슬링 등과 같은 심장 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
니다. 회원님들은 반드시 의사 지시사항에 따른 정해진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또한, 심장 재활 프로그램보다 더 강도 높은 집중 심장 재활 프로그
램 비용도 부담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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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뵅鐽 ꨩ껢 넅붕깁봕鍍ꍦꉵ ꨩ껢넅붕떕ꀉ귑ꏒ

$0

당사는 회원님의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담당 주치의에 대
한 연 1회 방문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방문에 대해 비용
을 부담합니다. 방문 중에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 사용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잴 수 있습니다. 그리고/또는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뵅鐽 ꨩ껢 넅붕鎽

$0

심혈관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해 5년(60개월)에 1회 혈액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혈액 검사는 높은 심장 질환 위험에 따른 결함을 확
인하기 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껍钾鏺꒽겑ꍌ넅겑鎽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모든 여성 대상: 팹(Pap) 테스트 및 골반 검사 24개월마다 1회
자궁경부암 또는 질암 위험이 높은 여성 대상: 팹 테스트, 12개월
마다 1회
지난 3년간 팹 테스트 비정상 결과가 나왔고 가임 연령대인 여성
대상: 12개월마다 팹 테스트 1회
30-65세 여성 대상: 5년에 한 번씩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또는 Pap(자궁경부암 검사)와 HPV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돖듑냽겒귑ꏒꡙꖁꧡ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정렬 교정을 위한 척추 조정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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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냾껢겑鎽

$0

50세 이상 회원의 경우 다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
다.
신축성 S상 결장 검사(또는 바륨 관장 검사) 48개월마다 1회
분변 잠혈 검사, 12개월마다 1회
Guaiac 기반 분변 잠혈 검사 또는 분변 면역 화학 검사, 12개월마
다 1회
DNA 기반 직장 검사, 3년마다 1회
10년마다 대장내시경(검진성 S상 결장 검사 이후 48개월 이내는
미포함)
직장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24개월마다 대장내시경(또는 바륨
관장 검사)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냽괪뷉镭ꍕꡮ꺵ꡙꖁꧡ &%$6

$0

CBAS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석하는 외래 환자, 시설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요양 케어, 사회 복지 서비스, 치료 요법(작업
치료,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 포함), 개인 케어, 가족/간병인 교육 및
지원, 영양 서비스, 교통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을 충족하실 경우 CBAS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뀹꺕벪 이용 가능한 CBAS 시설이 없는 경우 당사에서 이러한 서
비스를 별도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镅괭鵍駑騱ꍭ귦끎騥떱귱ꃾ

$0

담배를 사용하고 있지만 담배 관련 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이 없고 금
연을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예방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12개월 기간 내에 2회의 금연 시도 비
용을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각 금연 시도에는
최대 4회의 카운슬링 직접 대면 방문이 포함됩니다.
담배를 사용하고 있고 담배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담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 금연을 위한 카운슬링 2회 비용을 부담합니다.
각 카운슬링 시도에는 최대 4회의 직접 대면 방문이 포함됩니다.
임신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시면 금연 상담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랜은 Medicare 혜택 외에도 금연 또는 담배 사용 중단을 위한 8회
의 추가 카운슬링 세션을 제공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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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떕鐹ꡙꖁꧡ

$0

클리닝, 충전, 의치와 같은 특정 치과 서비스의 경우 Medi-Cal 치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혜택과 관련한 정보는 섹
션 E를 참조하십시오.
귭귵냚鎽

$0

매년 1회에 한해 우울증 검사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검진은 반
드시 사후 치료 및 의뢰를 제공할 수 있는 1차 케어 시설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騶餥鎽

$0

회원님께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경
우 당뇨 검사(공복 혈당 검사 포함) 비용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고혈압
비정상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이력(이상지질혈
증)
비만
고혈당(포도당) 이력
회원님께서 과체중이고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
해 검사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12개월마다 최대 2회의 당뇨 스크리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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騶餥껍錽鐽ꃩ钍깞ꡙꖁꧡꍌꉹ믅

$0

모든 당뇨 환자에 대해 다음 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인슐
린 사용 여부 무관)*.
혈중 포도당 모니터링에 필요한 용품.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혈중 포도당 모니터
혈중 포도당 검사 스트립
란셋 기구 및 란셋(의료용 침)
검사 스트립 및 모니터의 정확도 확인을 위한 포도당 조절 용
액
당사는 사전 승인 없이 선호 제조사의 당뇨 용품에 혜택을 적
용합니다. 당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시면 당사는 기타 브
랜드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당뇨병 환자로 중증 당뇨 족부 질환이 있는 회원의 경우 다음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달력 기준 한 해 피팅을 포함해 치료용 맞춤 성형 신발
1켤레(삽입물 포함) 및 여분 삽입물 2쌍. 鵍駑
매년 피팅을 포함해 깊은 단화 1켤레 및 삽입물 3쌍(단
화에 포함되어 있는
비맞춤형 탈착식 삽입물은 제외)
일부 경우,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교육 비용도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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韱钩ꡮ껅駑꺕ꀉ껢ꖁ '0( ꍌ鐽齥귦믅

$0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DME)”의 정의는 본 핸드북 제12장을 참조
하십시오.)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휠체어
목발
전동 매트리스 시스템
매트리스용 건식 압력 패드
당뇨 용품
가정용으로 제공자가 주문한 병원 침대
IV(정맥 내) 주입 펌프 및 폴
경관 펌프 및 소모품
발성 장치
산소 장비 및 용품
흡입기
보행기
표준 곡선형 손잡이 또는 사발 지팡이 및 교체 용품
경추 견인(문 설치형)
뼈 자극장치
투석 치료 장비
그 외 품목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Medicare 및 Medi-Cal에서 대부분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적
으로 필요한 DME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원님의 지역에
있는 당사 공급자가 특정 브랜드 또는 메이커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자에게 요청하시면 회원님을 위해 특별 주문을 해드립니
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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꺎镆똽곱

$0

응급 케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외부 병원에서
응급 케어를 받고 응급 상
황이 안정된 이후에 입원
환자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혜택을 계속 받으시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병
원으로 돌아와 케어를 받
으셔야 합니다. 플랜에서
입원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네트워크 외부 병원
에 머물면서 입원 환자 케
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 서비스 제공 훈련을 받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锵ꃩ鐝
의료적 응급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
의료적 응급 상황이란 심한 통증 또는 중상이 있는 의료적 상태를 의
미합니다. 상태가 아주 위중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을 경
우,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해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려 분별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다음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를 말합니다.
회원님의 건강이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심각한 위험, 鵍駑
신체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 鵍駑
신체 장기 또는 부위에 심각한 기능 장애, 鵍駑
출산 중인 임산부의 경우에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에 시간이 충분하
지 않은 상황.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회원 또는 태아의 건강 또는 안전
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
응급 케어는 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 및 그 영토 내에서만 혜
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랜에 문의해 주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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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에 따라 특정 가족 계획 서비스의 경우 어떤 제공자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의사, 클리닉, 병원, 약국 또는 가족 계획 사무
실이든 선택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족 계획 검사 및 의료 치료
가족 계획 검사실 및 진단 검사
가족 계획 방법(IUD, 임플란트, 주사, 피임약, 패치 또는 링)
계약 약국에서, 또는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비계약 제공자로부터
응급 피임 용품을 구입한 경우.
가족 계획 제공자로부터 받은 피임 방법을 사용하면서 생긴 일체
문제에 대한 사후 케어.
처방이 있는 가족 계획 물품(콘돔, 스펀지, 폼, 필름, 다이어프램,
캡)
불임 상담 및 진단, 그리고 관련 서비스
성매개감염(STI)에 대한 상담, 검사 및 치료
HIV와 AIDS 및 기타 HIV 관련 질병에 대한 상담 및 검사
영구 피임(가족 계획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21세 이상이어
야 합니다. 수술에 앞서 최소 30일 전에 연방 불임술 동의서(federal
sterilization consent form)에 서명해야 하나 180일 이전은 불가합
니다.
유전 상담
그 외의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다음 서비스에 대해 반드시 당사 제공자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이
용하셔야 합니다.
불임의 의료적 질병에 대한 치료(이 서비스에는 임신을 위한 인
공적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IDS 및 기타 HIV 관련 질병 치료
유전자 검사*
ꐵ뵙렚鐽齥벪깽騡꺉뫕꺱냽괍鐁魦騅騡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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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거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가족 계획 서비스에 관한 정보
는 California 주 보건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가족계획국(Office of Family Planning)에 무료 전화 1(800) 942-1054
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일부 병원 및 기타 제공자들의 경우 회원님의 플랜 계
약에 따라 혜택이 적용되는 가족 계획 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계획 상담, 그리고
응급 피임, 불임 시술(진통 및 분만 시 난관 결찰술 포함)을 포함
한 피임 서비스, 또는 낙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의료 단체 또는 클리닉에 문의하시거나 무료 전화로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
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의료 케어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꺕ꀉꍌ鎱鍒钍깞뱁龙锵黥

$0

당사는 특정 의료 질환에 중점을 두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건강 교육 수업*
영양 교육 수업*
금연 및 담배 사용 중지
간호 핫라인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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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자가 실시하는 청각 및 균형 검사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검
사 결과를 통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과 의사, 청각전문가, 또는 그 외 자격을 갖춘 제공자로부터 받는 경
우 외래 환자 케어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플랜은 다음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매년 1회의 정기 청력 검사
2년마다 1회의 보청기 적합/평가
임산부이거나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회원님인 경우 다음*을 포함해
보청기 비용도 당사가 부담합니다.
성형 틀, 필요 용품 및 삽입물
수리 건당 비용이 $25를 초과하는 수리
첫 건전지 1세트
보청기를 받은 후 동일한 업체에 대한 교육, 조정 및 피팅 목적의
방문 6회
보청기 시험 기간 중 대여
보청기는 Medi-Cal 혜택 적용 지침에 따라 혜택이 적용됩니다.
+,9鎽

$0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님께는 12개월마다 HIV 선별 검사 1회 비용을
지급합니다.
HIV 선별 검사를 요청하는 회원. 鵍駑
HIV 감염 위험도가 높은 회원.
임신한 여성의 경우, 임신 기간 중 최대 3회의 HIV 선별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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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錽꽒꺕ꀉ镭鐽똽곱

$0

가정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기 전에, 의사가 먼저 그러한 서비스가 필
요하다고 당사에 통보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가정 의료
기관이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 또는 간헐적 전문 요양 및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가정 건
강 케어 혜택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전문 요양 및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 총 제공 시간이 1일 8시간, 주당 35시간보다 적어야 합니
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
의료 장비 및 용품
錽꽒뀹껂떕ꀉ귑ꏒ

$0

본 플랜은 가정 주입 치료 요법, 즉 자택에서 회원님께 제공되어 회
원님의 정맥에 투여되거나 피하에 투입되는 약물 또는 생물학적 물
질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가정 주입을 수행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
다.
항바이러스성 또는 면역 글로불린과 같은 약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
펌프와 같은 장비 및
튜브나 카테터와 같은 소모품
본 플랜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 주입 서비
스를 보장합니다.
회원님의 진료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를 비롯한
전문 서비스
DME 혜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원 훈련 및 교육
원격 모니터링 및
가정 주입 치료 요법의 제공과 자격 있는 가정 주입 치료 요법
제공자가 공급하는 가정 주입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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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뵵ꧡ뱹ꧡ똽곱

$0

Medicare가 인증한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든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제공자 및 호스피스 의료 책임자가
회원에게 말기 예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에게는 호스피스
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원님이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6
개월 이상 생존할 가망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호스피스 담당
의사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일
수도 있습니다.

Medicare의 인증을 받은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
하고 계신 경우, 이용하시
는 호스피스 서비스, 그리
고 말기 질병과 유관한
Medicare 파트 A 및 B 서
비스 비용은 Medicare가
부담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랜은 회원님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동안 다음에 해당하
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증상 및 통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
단기 교대 간병
홈 케어

혜택 대상 서비스의 경우
회원님의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뵵ꧡ뱹ꧡꡙꖁꧡꍌ0HGLFDUH멉맵$鵍駑%錽꼾귦魕駑ꡙꖁꧡ镅
겞깽0HGLFDUH龙돪钩魦騅騡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섹션 E를 참조하십시오.
0ROLQD'XDO2SWLRQV뵙렚騽ꟾꡙꖁꧡ냽ꄉ0HGLFDUH멉맵$鵍駑
%뵙렚騽ꟾ꺱겁騉ꡙꖁꧡ꺕鏺귭:
Molina Dual Options는 Medicare 파트 A 또는 B의 혜택 대상이
아닌 플랜 혜택 대상 서비스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플랜은 그 서
비스가 회원님의 말기 예후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
스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0ROLQD'XDO2SWLRQV꺕0HGLFDUH멉맵'뵙렚騽ꟾ꺱魝껅駑
꺕겺믅꺕鏺귭
의약품에는 호스피스와 당사 플랜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뀹꺕벪 비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 케이스 관리자에게 전
화해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비호스피스 케어는 회원님의 말
기 예후와 무관한 케어입니다.
당사 플랜은 말기 질병 환자로 호스피스 혜택을 선택하지 않는 회원
님에 대해 호스피스 상담 서비스(1회 한정) 비용을 부담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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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굅ꍦ꽎꿂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폐렴 백신
가을과 겨울에 계절별로 독감 예방 주사 1회 및 의료적으로 필요
한 경우 추가 독감 예방 주사
B형 간염 발병 위험이 높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 B형 간염 백신
위험도가 높고 Medicare 파트 B 혜택 적용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외 다른 백신
Medicare 파트 D 혜택 적용 규정을 충족하는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또한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에서 권장하는 성인을 위한 모든 백
신 비용도 부담합니다.
껂긍붕껍ꐎ긍똽곱

$0

당사 플랜의 혜택이 적용되는 입원 일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안정된 후에
도 계속 네트워크 외부 병
원에서 입원 환자 케어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플랜으
로부터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적으
로 필요한 다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준개인실(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실)
식사(특수 식단 포함)
정기 간호 서비스
중환자실 또는 관상질환 집중케어실 등, 특수 케어 병동 비용
약물 및 의약품
검사실 검사
X선 촬영 및 기타 방사선 서비스
필요한 수술 및 의료 용품
휠체어 같은 전기 기기
수술실 및 회복실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입원 환자 물질 중독 서비스
일부의 경우, 각막, 신장, 신장/췌장, 심장, 간, 폐, 심장/폐, 골수,
줄기세포 및 장기/복합 장기에 해당하는 이식.
ꐵ뵙렚鐽齥벪깽騡꺉뫕꺱냽괍鐁魦騅騡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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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혜택 차트

뷉긍ꐵ꺵꒽騱

껂긍붕껍ꐎ긍똽곱 鐁
회원님께서 이식이 필요한 경우, Medicare의 승인을 받은 이식 센터
에서 해당 케이스를 검토한 후, 이식 후보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
니다. 이식 제공자는 서비스 지역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
다. 지역 이식 제공자가 Medicare 비용을 받아들이는 경우, 회원님
은 지역에서 또는 지역사회의 케어 패턴을 벗어나서 이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가 지역사회의 케어 패턴을
벗어나서 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님이 해당 지역에서 이식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당사에서 회원님과 동반 1명의 숙박 및 여행 비
용을 준비하거나 지급할 것입니다. 이식 및 혜택 대상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원 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혈액(저장 및 투여 포함)
내과 의사 서비스
껂긍붕껍꽒ꨝ鎱鍒똽곱

$0

입원을 요하는 정신 건강 케어 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독립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환자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첫 190일간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카운
티 정신 건강 기관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입원 환자 정신과 서비
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합니다. 190일을 초과하는 케어에 대한 승
인은 해당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과 조율합니다.
190일 한도는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제공되는 입원 환
자 정신 건강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회원의 경우, IMD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부
담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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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껂긍뵙렚騽ꟾ꺱겁騉껂긍镭鍁鬖겅ꐎ긍鵍駑꽁ꉵ귑곎ꨙꡡ
6NLOOHG1XUVLQJ)DFLOLW\61) 괍ꡙ뵙렚꼾귦魕駑ꡙꖁꧡ

$0

회원님의 입원이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경우 당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회
원님께서 병원 또는 요양 시설에 있는 동안 받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을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십
시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서비스
진단 검사(검사실 검사 등)
X선, 라듐, 동위 원소 치료(테크니션 자료 및 서비스 포함)
외과적 붕대법
부목, 깁스(캐스트) 및 그 외 골절 및 탈구에 사용되는 기구
치과 목적을 제외한 정형외과용 기기 및 보철기기(그러한 기
구의 교체 또는 수리 포함). 다음과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내부 신체 장기(주변 조직 포함)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하
는 기구, 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기능 부전 상태의 내부 신체 장기
기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기구.
다리, 팔, 허리, 목 보조기, 트러스 및 인공 다리, 팔 및 눈. 여기
에는 파열, 마모, 소실 또는 환자 상태의 변화 등의 이유로 필
요한 조정, 수리 및 교체가 포함됩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및 작업 치료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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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ꨝ껢넅붕ꡙꖁꧡꍌ귦믅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장 케어 방법을 교육하고 회원님께서 본인의 케어에 대해 바람
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신장 질환 교육 서비스. 4
단계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가 의뢰를 해야 합니
다. 6회 세션에 이르는 신장 질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당
사가 부담합니다.
외래 환자 투석 치료. 제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서비
스 지역 밖에 있는 경우 투석 치료 포함.
특수 케어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환자로 입원한 경우 입원 환자
투석 치료
자가 투석 교육. 환자 본인 및 가정 투석 치료를 도와줄 사람에 대
한 교육 포함.
가정 투석 장비 및 용품
환자의 가정 투석을 확인하고, 응급 상황 시 도와주고, 환자의 투
석 장비 및 물 공급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투석 담당자의 필요한
방문을 포함한 일부 홈 지원 서비스.
Medicare 파트 B 의약품 혜택이 일부 투석 목적 의약품에 적용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에서 “Medicare 파트 B 처방약”을 참고하십
시오.
묍겑鎽

$0

회원님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플랜은 12개월마다 1회 폐암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55세~80세인 경우 ꍌ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기타 제공자와 카운셀링 및 공동 의사 결
정을 위해 논의한 경우 ꍌ
30년간 하루 1팩 이상 담배를 피웠으며, 폐암의 징후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현재 담배를 피우거나 최근 15년 이내에 금연한
경우.
첫 번째 검사 후, 플랜은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기타 제공자의 서면
명령이 있으면 매년 다른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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ꨚ뵙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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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입원 환자의 입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SNF) 입원 후
회원님이 회복하는 동안 또는 회원님이 일정 기간 동안 자택에서 요
양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나 잠재적 의학적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
회원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 고안됐습니다. 자격을 충족하
면 플랜의 케이스 관리자가 회원님을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의사가 회원님을 위해 이러한 혜택을 요청
한 경우 자격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은 14일간 하루 2회 식사를 제공합니다. 추가 승인을 받으면
이후 14일간 하루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
주간 56회 식사가 제공됩니다.
꺕ꀉ괾곎떕ꀉꏒ

$0

이 혜택은 당뇨 환자 또는 투석을 하지 않는 신장병 환자에게 적용됩
니다. 또한 담당 의사가 지시하는 경우 신장 이식 후에 적용됩니다.
Medicare에 따라 의료 영양 치료법 서비스를 받는 첫해 동안 1대1
카운슬링 서비스 3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여
기에는 당사 플랜, 그 외 모든 Medicare Advantage 플랜 또는
Medicare가 포함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비스를 승
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2시간에 해당하는 1대1 카운슬링 비용을 지급합
니다. 회원님의 상태, 치료 또는 진단이 바뀌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시간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반드시 의사
가 처방해야 하며, 그 다음 달력 연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시
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비스를 승
인할 수 있습니다.
0HGLFDUH'LDEHWHV3UHYHQWLRQ뱁龙锵黥 0'33

$0

플랜은 MDPP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MDPP는 회원님이 건강
한 행동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장기적 식이 변화 ꍌ
신체 활동 증가 ꍌ
체중 감량 및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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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GLFDUH멉맵%돕ꍦ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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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파트 B에 따른 혜택 대상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다음 의약품에 대해 비용을 지급합니다.
평상시 스스로 복용하지 않으며, 의사를 부르는 동안, 병원 외래
환자로 있는 동안, 또는 외래 수술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주사 또는 주입된 의약품
플랜이 승인한 내구성 있는 의료 기구(예: 분무기)를 사용해 투여
하는 의약품
혈우병 환자의 경우 주사로 본인이 직접 투여하는 응혈 인자
장기 이식 당시 Medicare 파트 A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면역
억제제
주사식 골다공증 약제. 회원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의
사가 폐경기 골다공증과 연관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골절상을 입
었고, 회원님이 직접 약을 주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의약품
비용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항원
일부 경구 항암제 및 항구토제
헤파린, 헤파린 해독제(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부 마취제, 조
®
혈활성제(ESA)(Procrit , 또는 Epoetin Alfa)를 포함해, 특정 가정
투석용 약제
1차 면역 결핍 질환의 가정 치료용 IV 면역 글로불린
당사는 또한 Medicare 파트 B 및 파트 D 처방약 혜택에 따른 일부 백
신도 보험을 적용합니다.
제5장을 보시면 외래 환자 처방약 혜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
다. 처방약 혜택 적용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6장을 보시면 당사 플랜을 통해 외래 환자 처방약 비용으로 회원
님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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騡ꇦ꼾鐝齶껍ꡙꖁꧡ뱁龙锵黥 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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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P는 Medi-Cal 자격 충족 개인에게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
스(HCBS)를 제공하는 케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65세 이상이고,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
해야 하며, MSSP의 비용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케
어 관리 서비스에 적절해야 하며, 현재 Medi-Cal 자격 요건을 충족하
고, 요양 시설 배정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MSSP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성인 주간 케어 / 지원 센터
주택 지원
집안일 및 개인 케어 도움
보호적 감독
보호 관리
교대 간병
교통
식사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통신 서비스
이 혜택은 연간 최대 $5,356.25까지 적용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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ꖁ꺎镆ꟾ붦꺕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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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은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에 적용됩니
다. 본 서비스에는 구급차, 리터 밴(litter van), 휠체어 밴 의료 수송
서비스 및 준교통 기관과의 조율이 포함됩니다.
이동 수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됩니다.
회원님의 의료 및/또는 신체적 조건상, 버스, 승용차, 택시, 또
는 다른 형태의 대중교통 또는 개인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동 수단이 필요
한 경우.
담당 의사는 요청 이유, 요청 기간(최대 12개월) 및 필요한 교
통편 종류가 포함된 PCS(의사 인증 진술서) 양식이라고 하는
교통편용 서면 처방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ꖁ꺕ꀉ钍룲뫵

$0

이 혜택은 승용차, 택시 또는 기타 형태의 대중교통/개인 이동 수단
을 통한 의료 서비스 장소까지의 이동에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비응급 의료 수송 혜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Medicaid 보장 비의료 교통 대상인 플랜 승인 서비스 및 장소를 오가
야 할 때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이동
횟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ꐵ뵙렚鐽齥벪깽騡꺉뫕꺱냽괍鐁魦騅騡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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ꖁ꺕ꀉ钍룲뫵 鐁
예약 방법:
(844) 644-6357, TTY: (844) 292-2690 또는 711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정기(비응급) 진료 예약의 경우 교통편을 예약하시려면 예약
일 최소 72시간 전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새해 첫날,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포함)에는 정기 예약 요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긴급/당일 예약, 시설 퇴원 또는 승차 장소를 알아보려면 24시
간, 연중무휴로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최대 90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물리치료 또는 투석과 같은 치료에 대
한 반복 일정 예약은 한 번에 90일 동안 가능합니다.
돌아오는 여정용 “Will Call”(예약 구입)
돌아오는 여정의 경우 진료 예약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를
때는 (844) MY-RIDE 또는 (844) 697-4337번으로 전화하여 예
약하십시오. 교통편 제공자는 회원님의 픽업 전화 후 최대 1시
간까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교통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세 이상의 회원.
회원님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승인 대리인.
건강 플랜 케이스 관리자 또는 기타 플랜 담당자, 건강 플랜 대
리인, 기타 의료 제공자 및/또는 시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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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鐲껍괍鏉곕镭벱꺕鿭ꡙꂹꍘ깹ꢑ겹벦騅騡
NF(요양 시설)는 본인의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는 없지만 병원에 입
원해 있을 필요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당사 플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준개인실(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실)
식사(특수 식단 포함)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호흡기 치료
케어 플랜의 일환으로 투여되는 의약품. (혈액 응고 인자처럼 자
연적으로 몸 안에 존재하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혈액(저장 및 투여 포함)
요양 시설에서 보통 제공하는 의약 및 외과 용품
요양 시설에서 보통 실시하는 검사실 검사
요양 시설에서 보통 실시하는 X선 촬영 및 기타 방사선 서비스
요양 시설에서 보통 제공하는 휠체어 등의 전기기기 사용
내과 의사/임상의 서비스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의치를 포함한 치과 서비스
안과 혜택
ꐵ뵙렚鐽齥벪깽騡꺉뫕꺱냽괍鐁魦騅騡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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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제4장: 혜택 차트

뷉긍ꐵ꺵꒽騱

귑곎ꨙꡡ똽곱 鐁
청력 검사
척추지압 케어
족병 치료 서비스
보통 네트워크 소속 시설에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 네트
워크 소속이 아닌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서 당사 플랜의 지급 금액을 수락하는 경우 다음 장소에서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요양 시설 또는 연속 케어
은퇴 커뮤니티(요양 시설 케어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회원님께서 병원을 떠나는 시점에 회원님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요양 시설.
ꖁꄉ鎽굽꼾깽돱끎꺁깝냽법镭깁벙떕ꀉ귑ꏒ

$0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상담
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반드시 1차 케어 시설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회원님의 전체 예방 플랜과 함께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주치의(PCP)와 상의하십시
오.
굡뱹굡꺱鰙떕ꀉ뱁龙锵黥ꡙꖁꧡ

$0

플랜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의약품 및 해당되는 경우 이 의약
품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
물질 사용 관련 상담
개인 및 그룹 치료
체내 약물 또는 화학물질 검사(독성 시험)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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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혜택 차트

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궵黕붕껍넁騥鎽ꍌ떕ꀉꡙꖁꧡꍌ귦믅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료적으
로 필요한 다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X선 촬영
방사선(라듐 및 동위 원소) 치료(테크니션 자료 및 용품* 포함)
외과 용품(붕대 등)*
부목, 깁스(캐스트) 및 그 외 골절 및 탈구에 사용되는 기구*
검사실 검사*
혈액(저장 및 투여 포함)* 제공자에게 얘기해 진료협력 문서를 받
으셔야 합니다.
기타 외래 환자 진단 검사*
궵黕붕껍ꐎ긍ꡙꖁꧡ

$0

다음과 같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병원의
외래 환자 병동에서 받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
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외래 환자 수술 또는 관찰 서비스 등과 같은 응급실 또는 외래 환
자 클리닉 서비스
관찰 서비스는 회원님이 “입원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
는지 여부를 담당 의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새 병원에 있는데도 여전히 “외래 환자”인 경우가 있습니
다.
입원 환자 또는 외래 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표
(www.medicare.gov/sites/default/files/2018-09/
11435-Are-You-an-Inpatient-or-Outpatient.pdf)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이 청구하는 검사실 및 진단 검사
부분 입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신 건강 케어. 의사가 입원 없이
입원 환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경우.
병원이 청구하는 X선 촬영 및 기타 방사선 서비스
부목, 깁스 등과 같은 의료 용품
혜택 차트 전체에 걸쳐 나열된 예방적 검사 및 서비스
회원님이 직접 투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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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궵黕붕껍꽒ꨝ鎱鍒똽곱

$0

당사는 다음 제공자의 정신 건강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주 면허 소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의사
임상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임상 간호 전문가
임상 간호사(NP)
의사 보조
그 외 해당 주 법규에 따라 승인된 Medicare 자격 충족 정신 건강
케어 전문인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클리닉 서비스
주간 치료
심리사회 재활 서비스
부분 입원/외래 환자 집중 치료 프로그램
개인 및 그룹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
정신 건강 결과 평가에 대한 임상적 적응증을 보이는 경우의 심리
학적 검사
약물 치료 모니터링 목적의 외래 환자 서비스
외래 환자 검사실, 의약품, 용품 및 보조물
정신과 상담
궵黕붕껍껩붙ꡙꖁꧡ

$0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병원 외래 환자 병동, 독립 치료사 사무실, 종합 외래 환자 재활 시설
(CORF) 및 기타 시설에서 외래 환자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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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궵黕붕껍ꉹ넅韥귦ꡙꖁꧡ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오용 검사 및 카운슬링
약물 중독 치료
자격을 갖춘 임상의에 의한 그룹 또는 개인 카운슬링
거주형 중독 프로그램 내 아급성 중독 치료
외래 환자 집중 치료 센터 내 알코올 및/또는 약물 서비스
지연 방출형 날트렉손(비비트롤) 치료
궵黕붕껍

$0

병원 외래 환자 시설 및 외래 수술 센터에서 제공하는 외래 환자 수
술 및 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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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꺹ꍕ꺕겺믅 27& 믅ꇦ ꐱ듦꽙

$0

회원님의 보장에는 비타민, 썬 스크린, 진통제, 기침감기약 및 붕대
와 같은 비처방 일반의약품(OTC) 건강 웰빙 품목이 포함됩니다.

플랜이 승인한 일반의약품
(OTC) 품목에 매 분기(3개
월)마다 $60를 쓰실 수 있
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굥麹꺵 – MolinaHealthcareOTC.com을 방문하십시오.

분기별 일반의약품(OTC)
혜택 기간은 1월-3월, 4월
-6월, 7월-9월, 및 10월-12
월입니다. 주문 시 분기별
귭뫵 – 일반의약품(OTC) 품목 카탈로그에 들어 있는 일반의 일반의약품(OTC) 혜택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
약품(OTC) 주문 양식을 기입 후 보내 주십시오.
액은 다음 일반의약품
ꇥꍑ꺹겝뱉ꃩ똽꺱ꢕ ꇥꍑ꺹겮 – 당사의 새로운
(OTC) 혜택 기간으로 이월
OTC-Anywher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회원님의 스마 되어 다음 주문에서 더 많
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앱에 접속하셔서 주문을 작성해 주십시 은 금액을 쓰실 수 있게 됩
오. 다운로드나 앱 사용은 무료입니다. 이 새로운 앱은 Apple 니다.
또는 Android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합
미사용 일반의약품(OTC)
니다.
혜택은 혜택연도의 12월
뵁镅떱鰙ꄡ – 위의 OTC Advocate 무료 번호로 전화하셔 31일에 모두 소멸되오니
서 OTC 현금 카드(OTC Debit Card)를 신청하십시오. OTC
반드시 연말까지 모두 사
현금 카드가 사용등록 설명서와 함께 회원님께 우편 배송됩니 용해 주십시오.
다. OTC 현금 카드는 모든 Walmart 점포에서 승인된 일반의
약품(OTC)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꽁붑 – OTC Advocate 무료 전화 (866) 420-4010(TTY/TDD: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11 p.m.(동부
표준시)(휴일 제외)에 전화해 주십시오.

온라인, 전화, 우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실 경우 주
문 시 회원님께서 제공하신 주소로 배송됩니다. 배송비는 무료입니
다.
플랜이 승인한 일반의약품(OTC) 품목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2021년 일반의약품(OTC) 품목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거나 OTC
Advocate으로 전화하십시오. 2021년 일반의약품(OTC) 품목 카탈로
그에서 기억해 두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주문 가이드라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껂긍ꡙꖁꧡ

$0

부분 입원은 구조화된 능동적 정신과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병원 외
래 환자 서비스 또는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담당
의사 또는 치료사 사무실에서 받는 것보다 더 집중적인 케어입니다.
병원에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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ꐵ뱉黙꺱ꖁ귦꺁냽镆법駑ꡙꖁꧡ

뷉긍ꐵ꺵꒽騱

꺕꽙鐲껍ꡙꖁꧡ 꺕넁ꀉꨡꍦꉵ묩벥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되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의료 케어
또는 수술 서비스:
의사 진료실
인증받은 외래 수술 센터*
병원 외래 환자 병동*
전문의의 상담, 진단 및 치료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지시하는
경우, 주치의가 실시하는 기본 청각 및 균형 검사
일부 지방 지역 또는 Medicare가 승인한 기타 지역의 회원님
을 위한 의사 또는 일반의에 의한 진찰, 진단, 및 치료를 비롯
한 일부 원격 의료 서비스
병원 기반 또는 중요 접근 병원 기반 신장 투석 센터, 신장 투
석 시설 또는 회원 자택 내 가정 투석 회원용 월별 말기 신장
질환(ESRD) 관련 방문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
뇌졸중의 증상을 진단, 평가 또는 치료하기 위한 원격의료 서
비스
다음과 같은 경우 5~10분 동안 담당 의사와의 가상 체크인(예:
전화 또는 화상 채팅)
새로운 환자가 아닌 경우
체크인이 지난 7일 동안의 진료실 방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체크인이 24시간 이내 진료실 방문이나 가장 빠른 예약으
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 의사에게 보낸 영상 및/또는 사진의 평
가, 해석 및 24시간 내 의사의 후속 진료
새로운 환자가 아닌 경우
평가가 지난 7일 동안의 진료실 방문과 관련이 없는 경우
평가가 24시간 이내 진료실 방문이나 가장 빠른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새로운 환자가 아닌 경우 전화, 인터넷 또는 전자 건강 기록을
통해 담당 의사가 다른 의사와 수행한 상담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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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혜택 차트

뷉긍ꐵ꺵꒽騱

꺕꽙鐲껍ꡙꖁꧡ 꺕넁ꀉꨡꍦꉵ묩벥 鐁
수술 전에 다른 네트워크 제공자에 의한 2차 소견
비정기적 치과 케어*. 혜택 대상 서비스는 다음으로 한정됩니
다.
턱 또는 관련 구조에 대한 수술
턱 또는 안면골의 골절 치료
신생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전 발치
의사가 제공할 경우 혜택이 적용되는 서비스
꾮ꐎ떕ꀉꡙꖁꧡ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발에 대한 부상 및 질병의 진단 및 의료적 또는 수술적 치료(망치
족지 또는 발뒤꿈치 통증 증후군 등)
당뇨 등과 같이 다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가진 회원님의 정기적
발 케어
꽁ꃺꡝ겑ꧡ랩ꃩ騚鎽

$0

50세 이상 회원의 경우 12개월에 1회 다음 서비스에 대해 당사가 비
용을 부담합니다.
디지털 직장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PSA) 검사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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ꐱ돝镭钩ꍌ鐽齥귦믅

$0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보철 기구. 당사는
다음과 같은 보철 기구 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구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결장조루술용 백 및 결장조루술 케어 관련 용품
영양 공급 키트, 주입 펌프, 튜빙 및 어댑터, 용액, 자가 투여 주입
용 공급품 등을 포함한 경장 및 정맥 영양
심박조율기
보조기
보철 신발
인공 팔 및 다리
유방 보철(유방절제술 이후 외과용 브래지어 포함)
질병, 부상 또는 선천성 결함으로 인해 제거되거나 손상된 외부
안면 신체 부위의 모든 부분을 대체하는 보철물
요실금 크림 및 기저귀
보철 기구와 관련된 일부 용품 비용도 지급합니다. 보철 기구 수리
또는 교체 비용도 지급합니다.
백내장 제거 또는 백내장 수술 이후 일부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섹션 후반부 “안과 케어”를 참조하십시오.
묍껩붙ꡙꖁꧡ

$0

중등증부터 매우 심한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회원님들의 경우 폐 재활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합니다. 회원님은 반
드시 COPD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 또는 제공자로부터 폐 재활 지시
서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호흡기 의존 환자에 대한 호흡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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ꡮꄡ鍙鍍괹 67, 鎽ꍌ떱귱ꃾ

$0

당사는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B형 간염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합니다. 해당 검사는 임산부 및 STI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도 적용됩
니다. 반드시 PCP가 검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 혜택은
12개월마다 1회, 또는 임신 기간 중 특정 시점에 대해 적용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는 성인으로 STI 위험이 높은 회원님에 대해 매년
최대 2회의 직접 대면 고강도 행동 카운슬링 세션 비용을 지급합니
다. 세션은 한 회당 20~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운슬링
세션 비용은 PCP가 예방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이
지급됩니다. 세션은 반드시 의사 진료실 등 1차 케어 환경에서 진행
되어야 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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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ꉵ귑곎ꨙꡡ 61) 똽곱

$0

본 플랜은 SNF에서의 Medicare 입원과 비 Medicare 입원에 혜택을
적용하며, 사전 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준개인실 또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실
식사(특수 식단 포함)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혈액 응고 인자처럼 자연적으로 몸 안에 존재하는 물질을 포함해
본인의 케어 플랜의 일부로 받는 의약품
혈액(저장 및 투여 포함)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약 및 외과 용품
요양 시설에서 실시하는 검사실 검사
요양 시설에서 실시하는 X선 촬영 및 기타 방사선 서비스
요양 시설에서 보통 제공하는 휠체어 등의 전기기기
의사/제공자 서비스
보통 네트워크 소속 시설에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 네트
워크 소속이 아닌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서 당사 플랜의 지급 금액을 수락하는 경우 다음 장소에서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요양 시설 또는 연속 케어 은
퇴 커뮤니티(요양 시설 케어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회원님께서 병원을 떠나는 시점에 회원님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요양 시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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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鍍ꨙ뵒귱鬖귑ꏒ

$0

본 플랜은 증후성 말초 동맥 질환(PAD)이 있는 환자를 위해 SET 비
용을 지급합니다. 플랜은 다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모든 SET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2주 동안의 기간에 최대 36회
세션
의료 케어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이
후 추가 36회 세션
SET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 다리 경련(절뚝거림)이 있는 회원님을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PAD에 대한 치료적 운동 훈련 프로
그램의 30~60분 세션으로 구성,
병원 외래 환자 진료실 또는 의사 진료실에서 수행.
불편을 초래하기보다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PAD
운동 치료에 대해 훈련을 받은 유자격자가 수행.
기본 및 전문 심폐소생술을 모두 훈련받은 의사, 의사 보조사 또
는 임상 간호사/임상 전문 간호사가 직접 감독하는 환경.
镱镆똽곱

$0

긴급 케어는 다음의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케어를 말합니다.
즉각적인 의료 케어가 요구되는 비응급 상황, 鵍駑
갑작스러운 의료적 질병, 鵍駑
부상, 鵍駑
즉시 케어가 필요한 상태.
긴급 케어를 요하는 경우, 먼저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로부터 받으려
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까지 갈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 및 그 영토 밖에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랜에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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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鐹똽곱

$0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매년 1회의 정기적 눈 검사. 그리고
2년마다 1회 안경(안경테 및 렌즈) 최대 $100까지 또는 콘택트렌
즈 최대 $100까지.
눈 관련 질병 및 부상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외래 환자 의사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망
막병증에 대한 연례 눈 검사와 노화성 황반변성 치료가 포함됩니다.
녹내장 고위험군의 경우 매년 1회의 녹내장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
다. 녹내장 고위험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회원
당뇨 환자
50세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65세 이상의 히스패닉계 미국인
의사가 안구내 렌즈를 삽입한 경우, 백내장 수술 후 안경 1벌 또는
콘택트렌즈 1쌍 비용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두 번 하신 경우,
반드시 각 수술 후에 안경 1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수술 후
에 안경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두 번째 수술 후에 안경 두 벌을 받
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렌즈 이식 없이 백내장 제거 수술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시력 교정용 렌즈, 안경테 및 교체품에 대해 비용을 지
급합니다.
േ0HGLFDUH錽껂붕괾ൈ굅ꍦꇦ꼾ꍦꉵ

$0

1회에 한해 “Medicare 가입 환영” 예방 목적 방문에 혜택이 적용됩니
다. 포함 내용:
건강 상태 검토
회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상담(검
사 및 주사 포함).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른 케어에 대한 진료협력.
뀹꺕벪당사는 회원님께서 Medicare 파트 B를 적용받는 첫 12개
월 동안에만 "Medicare 가입 환영" 예방 검진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
약을 하실 때 의사 진료실에 "Medicare 가입 환영" 예방 진료 일정을
잡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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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ROLQD'XDO2SWLRQV궵꒽꼾귦뵙렚
다음 서비스는 Molina Dual Options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Medicare 또는 Medi-Cal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DOLIRUQLD냽괪뷉꽁붕 &DOLIRUQLD&RPPXQLW\7UDQVLWLRQV&&7
California 지역사회 전환(CCT)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 기관(Lead Organizations)을 통해 최소 연속 90
일 동안 입원 환자 시설에서 거주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으로 돌아가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격한 Medi-Cal 수혜자를 지원합니다. CCT 프로그램은 전환 이전 기간과 전환 이후 365일 동안 수혜
자를 지역사회 환경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전환 조율 서비스 기금을 제공합니다.
회원님은 거주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과 계약을 맺은 CCT 대표 기관 어디서든지 전환
조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CT 대표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명단은 의
료 케어 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웹사이트
www.dhcs.ca.gov/services/ltc/Pages/CCT.aspx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CCT 전환 조율 서비스의 경우:
Medi-Cal은 전환 조율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의 CCT 전환과 관련 없는 서비스의 경우:
제공자가 Molina Dual Options 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회원님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 부담은 전혀 없
습니다.
회원님이 CCT 전환 조율 서비스를 받는 동안 Molina Dual Options는 본 장의 섹션 D, 혜택 차트에 나와
있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Molina Dual Options 의약품 혜택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CCT 프로그램에서 의약품 관련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Molina Dual Options 를 통해 일반적인 의
약품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사항: 비 CCT 전환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또는 회원 서비스로 연락하여 해당 서비스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비 CCT 전환 케어란 기관/시설에서의 전환과 관련 없는 케어를 말합니다.

( 0HGL&DO'HQWDO뱁龙锵黥
특정 치과 서비스는 Medi-Cal Dental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검사, X선 촬영, 세정, 불소 치료
치아 복원 및 크라운
근관 치료
의치, 조정, 수리, 재이장
치과 혜택은 Medi-Cal Dental 프로그램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
거나 Medi-Cal Dental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치과의사를 찾아보시려면 1-800-322-6384(TTY 사용자는
1-800-735-2922)번으로 고객 서비스 라인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입니다. Medi-Cal Den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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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담당자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연락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dental.dhcs.ca.gov/ 에 접속하셔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Medi-Cal Dental 프로그램 외에도 치과 관리형 케어 플랜을 통해 치과 혜택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치과 관리형 케어 플랜은 Los Angeles 카운티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플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및 회원님의 치과 플랜 확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치과 플랜 변경을 원하시
는 경우 Health Care Options에 1-800-430-4263(TTY 사용자는 1-800-430-7077)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입니다.

( 뵵ꧡ뱹ꧡ똽곱
Medicare가 인증한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호스피스 프로그램에서든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제
공자 및 호스피스 의료 책임자가 회원에게 말기 예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에게는 호스피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원님이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생존할 가망이 없을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호스피스 담당 의사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일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받는 동안 Molina Dual Options의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섹션 D
에 나와 있는 혜택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뷉긍騕꺕ꄍ镭굅븁굽鐽齥벙뵵ꧡ뱹ꧡꡙꖁꧡ굽0HGLFDUH멉맵$鵍駑%錽꼾귦魕駑ꡙꖁꧡ꺕鏺귭
호스피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해 Medicare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Medicare는 회원님의 말기 예
후에 대한 호스피스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뷉긍꺕ꄍ镭굅븁굽ꉱ鐽벙0HGLFDUH멉맵$鵍駑%꼾귦騽ꟾꡙꖁꧡ꺕鏺귭 꺎镆ꡙꖁꧡ鵍駑镱镆
법鏉벁귑벙똽곱꽙궵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해 Medicare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Medicare는 Medicare 파트 A 또는 B가
적용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회원님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0ROLQD'XDO2SWLRQV꺕0HGLFDUH멉맵'뵙렚騽ꟾ꺱魝껅駑꺕겺믅꺕鏺귭
의약품에는 호스피스와 당사 플랜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
오.
뀹꺕벪 비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에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또는 회원 서비스로 연락하여 해당 서비스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비호스피스 케어는 회원님의 말기 예후와 무관한 케어입니다.

) 0ROLQD'XDO2SWLRQV0HGLFDUH鵍駑0HGL&DO꺕꼾귦騽ꟾ꺱겁騉뵙렚
이 섹션에서는 플랜의 적용 대상이 아닌 혜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혜택
에 대한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Medicare와 Medi-Cal에서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아래 목록에 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서비스 및 항목, 그리고 일부 경우
에 한해 당사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서비스 및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섹션(또는 본 회원 핸드북 내 다른 곳에)에 나와 있는 제외 대상 의료 혜택에 대해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열거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닌 서비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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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당사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혜택 차트에 나와 있는 일체의 제외 대상 또는 한도 외에 다음과 같은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당사
플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edicare 및 Medi-Cal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타당하고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서비스. 단, 그러한 서비스가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 서비스 차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실험적 의료 및 수술 치료, 항목 및 의약품. 단, Medicare 또는 Medicare 승인 임상시험 연구의 혜
택 대상, 또는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은 제외. 임상시험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40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험적 치료 및 용품이란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치료 및
용품을 의미합니다.
학교나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에 의해 요구되는 스포츠 신체검사
병적비만에 대한 수술 치료(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Medicare가 지급하는 경우 제외).
병원 내 개인실.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개인 간호사.
전화나 텔레비전 등 병원이나 전문 요양 시설에서 환자의 방에 비치하는 개인적 용도의 물품
전일제 재가 간호 케어.
직계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지불한 수수료.
선택적 또는 자발적 개선 시술 또는 서비스(체중 감량, 탈모, 성행위 능력, 선수적 기량, 미용 목적,
노화 방지 및 정신적 능력 포함). 단,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미용 목적 성형 수술 또는 그 외 미용 시술. 단, 사고에 따른 부상 또는 비정상 형태를 띤 신체 부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유방절제 수술 후 유방의 재건, 또는 그와 일치시키기 위
한 다른 유방에 대한 치료 비용은 당사가 지급합니다.
개인적 안락 및 편의용품
장애, 여성, 유아 및 아동(WIC), 교통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등 양식 작성
정형외과용 신발. 신발이 다리 보조기의 한 부분이 아니거나 보조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당뇨 족부 질환이 있는 회원님을 위한 신발이 아닌 경우.
발 지지 장치. 당뇨 족부 질환이 있는 회원님을 위한 정형외과용 또는 치료용 신발 제외.
방사상 각막 절개술, 라식 수술 및 기타 저시력 보조 시술.
불임 수술 복구 및 비처방 피임 용품.
미국 국외 서비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입원이 필요한 응급 서비스의 경우 예외.
자연 요법 서비스(자연 치료 또는 대체 치료 사용).
재향 군인(VA) 시설에서 참전 용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단, 재향 군인이 VA 병원에서 응급 서비
스를 받았을 때 VA 비용 분담금이 플랜의 비용 분담금보다 많은 경우, 당사는 재향 군인에게 차액
을 보상해 드립니다. 회원님은 여전히 비용 분담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의약(OTC) 품목(승인받은 경우 제외)
선택적 포경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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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뱉黙꺁룲벱궵黕붕껍돕ꍦ겺ꍘ镭
鍙
이 장에서는 외래 환자 처방약을 받는 것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외래 환자 처방약은 제공
자가 주문하고 회원이 약국 또는 우편 주문을 통해 받게 되는 약을 말합니다. Medicare 파트 D 및 Medi-Cal
의 혜택 적용 대상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또한 Molina Dual Options는 다음과 같은 의약품에도 적용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
습니다.
Medicare 파트 A의 혜택 대상 의약품. 여기에는 회원이 병원 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되는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Medicare 파트 B의 혜택 대상 의약품. 여기에는 일부 화학요법 약물, 의사 또는 기타 제공자 사무
실 방문 중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일부 주사 약물, 그리고 투석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약물 등이 포
함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Medicare 파트 B 의약품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혜택 차트
를 참조하십시오.
뱉黙꺕궵黕붕껍꺕겺믅뵙렚꼾귦错꽒
일반적으로 회원이 본 섹션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의약품은 계속 혜택 대상이 됩니다.
1. 의사 또는 기타 제공자가 작성한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작성자는 보통 PCP(담당 주치의)
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PCP가 케어를 의뢰한 경우 다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체로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야 합니다.
3. 처방약은 플랜의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짧게 줄여서 “의약품 목록”이라
고 부릅니다.
의약품 목록에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혜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인정 요청에 관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4.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적응증에 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의약품의 사용이 FDA(식
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거나 특정 의학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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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ꍦ겺ꍘ駑ꍦꏒ
$ 顡맵급랩겺钪괍ꡙ돕ꍦ겺꾭꽙
대부분의 경우, 당사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조제된 경우에 벙벱 처방약 비용을 지급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은 당사 플랜 회원님을 위해 처방약을 조제하는 데 동의한 약국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
국이면 아무 곳이나 가도 무방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찾으려면, 제공자 및약국 명부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회원 서비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돕ꍦ겺꺁꾭꽙ꍘ꺁鲉뷉긍,'떱鰙귦
처방약을 조제 받으려면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 가서 뷉긍,'떱鰙를 제시하십시오. 해당 네트워크 약국
은 회원님이 혜택을 받은 처방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 청구합니다.
처방약을 받을 때 회원 ID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 연락해 필요한 정보를 받으라고 약
국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겺钪괍ꡙ벁귑벙꽒ꐱꂹ곸냽ꇸ법駑鏺귭겺꺁꾭꽙ꍘ꺁鲉돕ꍦ겺ꖁ귦꽁겞꺁냽镆법ꢑ겹벝껅
꧲騅騡 이 경우, 당사에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비용을 지급하실 수 없는 경우, 즉시 회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요청 방법은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처방약을 받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
다.

$ 騡ꂵ顡맵급랩겺钪깹龙ꍑ雵鐝ꨳ깽鏺귭딥벱겹벝꾭떕
약국을 바꿔서 처방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새로 처방전을 요청하거나 남은 처방약이 있는
경우 기존 약국에 요청해 새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바꾸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연락하
시면 됩니다.

$ 騱騶겺钪꺱顡맵급랩ꂹ렅뤱벙鏺귭딥벱겹벝꾭떕
현재 이용하는 약국이 플랜 네트워크를 탈퇴하는 경우, 새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찾으셔야 합니다.
새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찾으려면, 제공자 및약국 명부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
나, 회원 서비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꽁ꉵ겺钪꺱귦
처방약을 전문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약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주입 요법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
요양원 등 장기 케어 시설 거주자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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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장기 케어 시설에는 자체 약국이 있습니다. 회원님이 장기 케어 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당사는 해당 시설 약국에서 회원님이 필요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님이 장기 케어 시설에 있는 약국이 당사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경우 또는 회원님이 해당
장기 케어 시설에서 의약품 혜택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원 서비스에 연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디언 의료 서비스/부족/도시 인디언 의료 프로그램 소속 약국.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약
국들은 미국 원주민(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특수 취급 및 사용 지시 사항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
전문 약국을 찾으려면, 제공자 및약국 명부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회원 서비
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귭뫵뀹ꉵꡙꖁꧡꂹ귦벱꺕겺믅ꍘ镭
특정 유형 의약품의 경우, 플랜의 네트워크 우편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편
주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만성 또는 장기 의료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입니다. 플
랜의 우편 주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목록에 N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플랜의 우편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30일분, 최대 90일분 약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90일 공급
분은 한 달 공급분과 자기부담금이 동일합니다.
돕ꍦ꽁귭뫵꽎
주문서 양식을 요청하거나 처방약 우편 주문 방법 안내를 받으려면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
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하시거나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방문하십시오.
보통 우편 주문 처방약은 10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우편 주문이 지연되는 경우 회원님의 처방약 중 임시
공급분을 받으시려면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귭뫵뀹ꉵ꽅덥
우편 주문 서비스에서는 회원님께 새 처방전을 받은 경우와 직접 제공자의 사무실로부터 새 처방전을
받은 경우 혹은 우편 주문의 새 제조분(리필)을 처방하는 경우에 대해 각기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겺钪꺱뷉긍騕괍鏉ꠅ돕ꍦ꽁꺁ꍘ깽鏺귭
약국에서 자동으로 해당 처방약을 조제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겺钪꺱냾꽎꽙鐲껍ꉱꨡ괍ꡙꠅ돕ꍦ꽁꺁ꍘ깽鏺귭
약국이 의료 케어 제공자에게서 처방전을 받은 경우, 약국은 회원님께 연락하여 해당 처방약을 즉시
받고 싶은지 향후 다른 시간에 받고 싶은지의 여부를 여쭤봅니다.
이는 약국의 의약품 주문에 착오(용량, 수량, 형태 등)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
님이 청구 및 배송 전에 주문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국이 회원님께 연락할 때마다 응답하여 새 처방약을 어떻게 조제할지를 알려주시고 배송 연기
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88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

제5장: 플랜을 통해 외래 환자 처방약 받기

 귭뫵뀹ꉵ돕ꍦ겺꺁껩꾭꽙법駑鏺귭
의약품을 재조제하는 경우, 자동 재조제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는 당사 기록에 회원님의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재조제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국에서는 배송에 앞서 회원님께 연락해 추가 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게 되며, 회원님께서는 약이
충분히 남아 있거나 처방약이 변경된 경우 예정된 재조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재조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가지고 계신 약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
부터 10일 전에 약국에 연락해 다음 주문량이 제시간에 배송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 프로그램 등록을 선택하지 않으시려면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
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 배송 전에 회원님의 주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님에게 가장 잘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약국
에 알려 주십시오. 회원님이 제공하신 번호로 약국에서 전화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담당 약국에 회원님
의 최신 연락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꺕겺믅꺕껢镭鐲镆꓁ꍘ镭
당사 플랜의 의약품 목록 중 유지 의약품은 장기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지 의약품이란 장기 의료
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들 중에는 유지 의약품에 대해 장기 공급을 받으실 수 있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90일
공급분은 한 달 공급분과 자기부담금이 동일합니다.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보시면 유지 의약품 장기 공
급분을 제공하는 약국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특정 유형 의약품의 경우, 유지 의약품을 장기 공급 받으려면 플랜의 네트워크 우편 주문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우편 주문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위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 뱉黙顡맵급랩꺱겁騉겺钪꺱귦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받은 처방약 비
용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당사 네트워크 소속 약국들 중에는 당사 서비스 지역 밖에 있고 당사 플랜 회원
으로 처방약을 받으실 수 있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받은 처방약 비용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처방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와 관련된 경우
의료적 응급 상황을 위한 케어와 연관된 처방전인 경우
혜택은 31일 공급분으로 한정됩니다(31일 미만 처방전인 경우 제외).
이 경우, 회원 서비스에 먼저 연락해 가까운 곳에 네트워크 소속 약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ꐵ꺵꺱돕ꍦ겺ꖁ귦꺁냽镆벙鏺귭붕镆ꍘ镭
네트워크 외부 약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보통 처방약을 받으실 때 전체 비용을 회원님이 지급하
셔야 합니다. 당사에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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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 뱉黙꺕꺕겺믅ꇦ龚
당사에는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짧게 줄여서 “의약품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들은 여러 의사 및 약사들로 구성된 팀의 도움을 받아 당사가 선정한 것입니
다. 의약품 목록에 보면 약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님이 본 장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따르시면 플랜의 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 비용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 꺕겺믅ꇦ龚괍镭껩魙꺕겺믅
의약품 목록에는 Medicare 파트 D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그리고 Medi-Cal 혜택이 적용되는 일부 처
방약 및 일반의약(OTC) 품목 및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목록에는 예를 들어 BYSTOLIC과 같은 브랜드 의약품과 예를 든 메토프롤롤(metoprolol)에 대한
무상표 의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상표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과 활성 성분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표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과 효과는 동일하고 비용은 저렴합니다.
당사 플랜 혜택은 특정 OTC 의약품 및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부 OTC 의약품의 경우 처방약보다 저렴
하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회원 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 겺믅ꇦ龚괍껅駑겺꺁덻駑ꍦꏒ
의약품 목록에 있는 약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서 우편으로 받은 가장 최신 의약품 목록을 확인합니다.
플랜 웹사이트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방문해 확인합니다.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의약품 목록이 항상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플랜의 의약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회원 서비스에 물어보시거나 목록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플랜의 의약품 목록에 있는 약인지 알아보려면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꺕겺믅ꇦ龚괍괃駑겺믅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닌 처방약도 있습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법에서 그 약품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당사에서 의약품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본 섹션에 나와 있는 의약품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약품을 꽙궵
騽ꟾ꺕겺믅이라고 합니다. 제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받으신 경우, 그 비용은 회원님이 부담하
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케이스 때문에 특정 제외 대상 의약품에 대해 당사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
각하시는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 방법은 제9장을 참고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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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외 대상 의약품에 대한 3가지 일반 규정입니다.
1. 당사 플랜의 외래 환자 의약품 보장 내역(파트 D 및 Medi-Cal 의약품 포함)에서는 Medicare 파트 A
또는 파트 B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의약품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Medicare 파트 A 또는 파트
B에서 보장하는 의약품은 Molina Dual Options에서 무료로 보장하지만, 이는 외래환자 처방 의약품
혜택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당사 플랜은 미국 및 그 영토 밖에서 구입한 의약품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약품은 반드시 그 사용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거나 회원님의 질병 치료로 사용됨을 특정
의학 문헌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 치료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회
원님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오프라벨(off-label) 용도라고 합니다. 당사 플
랜은 보통 오프라벨 용도로 처방되는 경우 그 약에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다음 유형의 의약품에는 Medicare 또는 Medi-Cal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미용 목적 또는 발모 촉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Viagra , Cialis , Levitra , 및 Caverject 등 성기능 장애 또는 발기 부전 치료 용도 의약품
®

®

®

®

의약품 제조 회사가 회원님이 반드시 그 회사가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
는 경우 외래 환자 의약품

% 꺕겺믅ꇦ龚騥鐁
의약품 목록에 있는 모든 약은 세(3) 가지 단계 중 하나에 속합니다. 단계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예
를 들어, 브랜드, 무상표 또는 일반의약(OTC) 품목)의 의약품 그룹을 말합니다.
단계 1 의약품은 무상표 의약품입니다. 단계 1 의약품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계 2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입니다. 단계 2 의약품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계 3 의약품은 비 Medicare 처방전(Rx)/일반의약(OTC) 품목입니다. 단계 3 의약품에 대해 회원
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회원님의 의약품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저희 의약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제6장에 보시면 단계별 본인 부담액이 나와 있습니다.

& 꺹꒽꺕겺믅꺕꽙벙벪
일부 처방약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플랜의 혜택 적용 방법 및 시기가 제한됩니다. 전체적으로,
당사 규정은 회원님의 질환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고가 의약품과 효과가 동일한 경우 제공자가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할 것으
로 예상합니다.
귦법ꨙ駑꺕겺믅괍맶ꐁ错꽒꺱껅駑鏺귭騽鍙뷉긍騕ꐵ꺵鵍駑꽙鐲껍錽锵꺕겺믅괍뵙렚꼾귦꺁
ꍘ깹齡ꆱꇄ錽냽듑錽騥鐁ꂹ鎭됍겹벙騡駑꺕ꌵ껂騅騡 예를 들어, 제공자가 먼저 당사에 회원님의 진
단 내용을 알리고 혈액 검사 결과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본인 또는 제공자가 당사 규정이
해당 상황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당사에 예외 인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추가 단계 없이 의약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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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PA) 의약품에 혜택 적용을 받기에 앞서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진단, 검사 수치 또는 이전 치료의 시도 및 실패 여부 등입니다.
단계적 치료법(Step therapy, ST) - 더 비싼 다른 의약품에 혜택 적용을 받기에 앞서 특정 비용 효율적인
의약품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의약품은 무상표 대안 의약품을 먼저 시도해
본 후에만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량 제한(Quantity limit, QL) - 특정 의약품은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DA 인증을 받은 일일 1회 복용해야 하는 특정 의약품은 30일에 30회 복용분으로 최대 수량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와 D - 일부 의약품은 상황에 따라 Medicare 파트 D 또는 B 하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ꉱꟾ뮙ꏁ꽁钩껂꺱錽駢벙鏺귭ꕉ黙鰙꺕겺믅귦꽙벙
일반적으로 무상표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과 효과는 동일하고 비용은 저렴합니다. 브랜드 의약품의
무상표 버전이 있는 경우, 당사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는 무상표 버전을 드립니다.
보통, 무상표 버전이 있는 경우 브랜드 의약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 제공자가 무상표 의약품이나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다른 혜택 대상 의약품이 효과
가 없을 것이라는 의학적 이유를 당사에 제기하는 경우, 당사는 브랜드 의약품 비용을 지급합니다
.
 뱉黙꺕꽁꧶꺵ꍘ镭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약을 받기 전에 회원님 본인 또는 담당 의사가 Molina Dual Option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Molina Dual Options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
공할 수 없습니다.
 ꅹ꼽騡ꂵ겺ꨙ鬁벱ꐱ镭
일반적으로, 당사는 더 고가의 의약품에 혜택을 적용하기 전에 회원님께 상대적으로 저가 의약품(대
부분 효과는 동일함)을 시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A약과 B약이 같은 질병 치료에 사용되
는데 A약이 B약보다 저렴한 경우 A약을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A약이 회원님께 효과가 없는 경우 B약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를 단계적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鼆꽙벙
일부 의약품의 경우 회원님께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합니다. 이를 수랑 제한이라고 합니다. 예
를 들어, 처방약 조제분을 받을 때마다 받아갈 수 있는 약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회원님이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하고자 하는 약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의약품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당사 웹사이트 www.
MolinaHealthcare.com/Duals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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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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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렚꺱꼾귦魕냽겇꺁껅駑꺱깝
당사에서는 회원님의 의약품 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혜택
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용하시고자 하는 의약품이 당사 플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의약품 목록에 없는 약입니다. 해
당 약의 무상표 버전은 혜택 대상이지만 복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버전은 아닙니다. 새로운 약이므
로 당사에서 아직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혜택 대상이지만 그 약에 대한 혜택 적용에 특별 규정이나 한도가 있습니다. 위 섹션의 설명처럼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인 의약품 중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회원님 본인 또는 처방전 작성자가 규정의 예외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님의 처방약이 회원님이 원하는 대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껁ꨙ鐲镆꓁꺁ꍘ駑ꍦꏒ
약이 의약품 목록에 없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약의 임시 공급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약을 받거나 그 약에 혜택 적용을 요청하는 문제와 관련해 회원님이 해당 제공자
와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껁ꨙ鐲镆꓁꺁ꍘ깹齡ꆱꍕ鰙ꨙ겁黕错꽒鮍錽냽ꂹ듦꾮벱겹벦騅騡
1. 복용하고 계신 의약품이
더 이상 당사 의약품 목록에 없어야 합니다. 鵍駑
당사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鵍駑
현재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회원님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騩齢镭뀽벱騶괭鬁꺕돨꺹镭鍁鬖겅에는 회원님의 의약품의 임시 공급분 비용을 당사가 지불
합니다.
임시 혜택은 60일로 한정됩니다.
처방전 대상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의약품을 최대 60일분까지 여러 번 조제 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 치료 약국의 경우 낭비를 막기 위해 한 번에 제공하는 처방약 공급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플랜의 신규 회원입니다.
뱉黙ꨝ错錽껂꺹龙꒽롭돨꺹鬖겅괍駑 의약품의 임시 공급분 비용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임시 혜택은 60일 공급분으로 한정됩니다.
처방전 대상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의약품을 최대 60일분까지 여러 번 조제 받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 치료 약국의 경우 낭비를 막기 위해 한 번에 제공하는 처방약 공급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플랜 가입 기간이 90일을 초과했고 장기 케어 시설 거주자이며 약 공급이 즉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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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31일분, 또는 처방전 기간이 그 보다 짧은 경우 그 미만 동안 의약품 비용을 당사가 부
담합니다. 이는 위의 임시 공급분에 추가됩니다.
장기 케어(LTC) 시설에 신규 입주했고 본 플랜 가입 기간이 90일을 초과했으며 현재 당사의 처방
집에 들어 있지 않은 의약품 또는 다른 제한 사항(단계적 치료 요법 또는 투여량 한도 등)이 적용
되는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회원님이 처방집 예외 인정 요청을 하는 동안 당사는 해당 약품의 임
시 31일(처방전 대상 기간이 그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응급 공급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
원님께서 받는 케어 수준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한 시설 또는 치료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야 하는 상황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 플랜 가입 기간이 90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임시 조제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Medicare 파트 D 혜택 대상 의약품
에 한해 적용되며, Medi-Cal 대상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전환기 정책은 “파트 D
의약품”으로,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전환기 정책은 회원님이
네트워크 외부 액세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파트 D 의약품이 아니거나 네트워크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약품 임시 공급분을 요청하려면 회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의약품 임시 공급분을 받는 경우 공급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공자와 상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약으로 변경합니다.
회원님께 효과가 있으면서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인 다른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동일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을 요청합니다. 이 목록은 담당 의료
제공자가 회원님께 효과가 있는 혜택 대상 의약품을 찾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鵍駑
예외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과 담당 의료 제공자는 예외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목록에 없는 약
이라도 혜택 적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도 없이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
습니다. 제공자가 예외 인정을 받을 만한 타당한 의료적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 제공자가
회원님을 대신해 예외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내년에 의약품 목록에서 빠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될 예정인 경우 다음 해
가 돌아오기 전에 예외 인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해 혜택 적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원
님께서는 예외 인정을 요청하시고 다음 해에 혜택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요청을 하시면 요청(또는 제공자의 근거 진술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응
답해 드립니다.
예외 인정 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예외 인정 신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나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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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꺕겺믅뵙렚꼾귦ꏽ鏺
의약품 혜택 적용 변경은 대부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중 수시로 의약품 목록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규칙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어떤 의약품에 대해 사전 승인이 필요 또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은 회원
님이 의약품을 이용하기에 앞서 Molina Dual Options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회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양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명 수량 제한).
어떤 의약품의 단계별 치료법 제한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치료법은 저희가 다
른 의약품을 적용하기에 앞서 회원님이 어떤 의약품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약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앞부분에 있는 섹션 C를 참조하십시오.
괭둅에 혜택 적용 대상이었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벱騶괭
鬁꺕韥깽镭鍁 동안 해당 의약품에 대한 혜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과 효능은 동일한데 더 저렴한 새로운 의약품이 나온 경우 鵍駑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鵍駑
의약품이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목록 변경에 따른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olinaHealthcare.com/Duals 에서 온라인으로 최신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거나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
비스로 연락해 최신 의약품 목록을 확인합니다.
의약품 목록의 일부 변경 사항은 냆ꨙ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ꠅ龙귱ꉱꟾ뮙꺕겺믅꺱듙ꨙ魦騅騡. 가끔씩 현재 의약품 목록에 있는 브랜드 의약품과 효능이 동
일한 새 무상표 의약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브랜드 의약품을 삭제하고 새 무
상표 의약품을 추가할 수 있지만 신규 의약품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새로운 무상표 의약품을 추가하면, 현재 브랜드 의약품을 목록에 계속 유지하면서 혜택 적용 규정 또는
제한 사항은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회원님에게 알려드리지 않지만, 변경한 이후에는 특정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발송
해드립니다.
회원님 또는 담당 의료 제공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해 “예외 인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요청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된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예외 인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핸드북의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꺕겺믅꺱ꨙ껢괍ꡙ骑꺱ꟾ멍ꄡ魕냽겇駑鏺귭. 식품의약국(FDA)이 회원님이 복용하고 있는 의
약품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의약품의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의약품 판매를 중단한 경우
당사는 해당 의약품을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회원님께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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ꐲ귦법鐝껅駑꺕겺믅괍괾볢꺁ꌵ떕駑騡ꂵꏽ鏺벪꺁꼾귦벝껅꧲騅騡
의약품 목록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 목록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FDA가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임상 지침이 새롭게 제공된 경우.
시장에 출시된 무상표 의악품을 추가하는 경우 ꍌ
현재 의약품 목록에 있는 브랜드 의약품을 교체하는 경우 鵍駑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혜택 적용 규정 또는 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당사는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원님께 알려드리거나
회원님께 알려 드린 다음 회원님께서 리필을 요청하신 후 30일의 의약품 공급일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의사나 기타 처방의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기타 처방의는 다음 상
황에서 회원님의 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의약품 목록에 대신 복용할 수 있는 유사한 의약품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 인정 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을 참조하십시오.
騶駑뵁껩뷉긍騕阕괾볢꺁ꌵ떕냽겇鏉ꐲ귦법駑겺꺁ꏽ鏺벝껅꧲騅騡. 이 경우 괭둅에 혜택 적용
대상이었던 의약품을 복용 중이면 일반적으로 벱騶괭鬁꺕韥깽镭鍁 동안 해당 의약품에 대한 혜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회원님께서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제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둘 경우 변
경 사항은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맶벙鏺귭꺕꺕겺믅뵙렚꼾귦
) 騶뱉黙꺕뵙렚騽ꟾ꺵꺱깝龙ꐎ긍鵍駑꽁ꉵ귑곎ꨙꡡ괍껂긍법駑鏺귭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인 이유로 병원 또는 전문 요양 시설에 입원하시는 경우 보통 입원 중 처방약 비용
을 당사가 지급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이나 전문 요양 시설
에서 퇴원하신 후에는 해당 약품이 당사의 혜택 적용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의약품에 혜택을 적용
합니다.

) 껢镭똽곱 /7& ꨙꡡ괍껂긍법駑鏺귭
요양원 같은 장기 케어(LTC) 시설에는 보통 자체 약국 또는 전체 거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
국이 있습니다. LTC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당 약국이 당사 네트워크 소속인 경우 그 시설의 약국
을 통해 처방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LTC 시설의 약국이 당사 네트워크 소속인지 여부는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참조하십시오. 네
트워크 소속이 아닌 경우, 또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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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

제5장: 플랜을 통해 외래 환자 처방약 받기

) 0HGLFDUH錽꧶꺵벙뵵ꧡ뱹ꧡ뱁龙锵黥꺁ꍘ鐝껅駑鏺귭
의약품에는 호스피스와 당사 플랜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Medicare의 인증을 받은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등록하였고 말기 예후 및 관련 질병과 무관하여 호
스피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통제, 항구토제, 설사약 또는 항불안제가 필요한 경우
당사 플랜이 의약품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에 앞서 처방의 또는 회원님의 호스피스 제공자로부
터 해당 의약품이 말기 질병과 무관하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플랜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는 질병과 무관한 의약품의 수령이 지연되지 않도록 회원님은 약국
에 처방약을 요청하기 전에 당사가 해당 의약품이 질병과 무관하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호스피스 제공자 또는 처방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나온 경우 당사 플랜의 혜택이 회원님의 모든 의약품에 적용됩니다. 약국에서의 지연을 방
지하기 위해, Medicare 호스피스 혜택이 종료된 경우 약국에 호스피스를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
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 장 앞 부분의 파트 D 처방약 혜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호스피스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을 참조하십시오.

* 꺕겺믅겅꽁ꍌ鐽ꃩ괍鐽벙뱁龙锵黥
* 뷉긍꺕겅꽁벙꺕겺믅귦꺁냽긍법駑뱁龙锵黥
처방약을 받으실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의약품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회원님께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할 수도 있음
회원님의 나이나 성별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음
동시에 복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음
회원님에게 알레르기가 있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됨
안전하지 않은 양의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포함됨
처방약 사용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제공자와 협의해 문제를 시정하게 됩니다.

* 뷉긍꺕꺕겺믅鐽ꃩꂹ냽긍법駑뱁龙锵黥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편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약
물 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경우, 약물 치료요법(MTM)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님의 부담 없이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의약품이 회원님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사 또는 다른 의료 전문가가 회원님께서 복용하는 모든 의
약품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제공하며 다음 사안에 대해 상담합니다.
복용하는 의약품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
의약품의 가격 및 효과와 같은 회원님의 우려 사항
의약품을 가장 잘 복용하는 방법
복용하는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문제
이러한 상담에 대한 요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해당 요약서에는 의약품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
한 권장 사항이 포함된 의약품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복용하시는 모든 의약품 종류 및 복용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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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개인 의약품 목록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 약물인 처방약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치료 계획 및 의약품 목록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간 “건강(Wellness)” 검진을 위한 방문 전
에 의약품 검토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의사, 약사 및 다른 의료 케어 제공자들을 방문하
거나 상담 시 치료 계획 및 의약품 목록을 지참하십시오. 또한 병원 또는 응급실 방문 시에도 의약품 목
록을 지참하십시오.
MTM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회원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회원님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당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가입 처리한 후 관련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프로그램 가입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원 서비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뷉긍꺱겁뫵ꂕ꺕겺믅꺁겅꽁법鏉귦법鬁龚냽긍법駑꺕겺믅鐽ꃩ뱁龙锵黥
Molina Dual Options에는 쉽게 오용되는 처방 아편류 의약품 또는 다른 의약품을 회원님이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DMP)이라고 합니
다.
여러 의사 또는 약국에서 아편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최근 아편류 의약품 과다 복용
이력이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아편류 의약품 사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
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협력하여 회원님이 처방 아편류 의악품 또는 벤조디아제핀
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님이 이러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맶꽒겺钪鐰 및/또는 맶꽒꺕ꇂ에게서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모두 받도록 요구합니
다.
혜택 대상 의약품의 곎꺁꽙벙합니다.
당사에서 회원님에게 하나 이상의 제한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전에 서신을 발송합니
다. 서신에서 회원님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뷉긍騕꺱ꡝ뵵법駑꺕韕겺钪ꍌ끎귑법騡鐝ꠚ錾魕駑꽒ꐱ錽껅駑鏺귭꺱ꂹ騶괍겉齡뀹ꨪꨙ굡
회원님이 응답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당사가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
사는 회원님에게 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편지를 별도로 보내 드립니다.
당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며, 처방약 오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반대하거나 제한 사항에 반대하
는 경우, 회원님 또는 담당 처방의는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
사는 회원님의 사례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회원님의 접근 제한과 관
련하여 회원님의 이의 제기의 일부를 당사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님의 사례를 자동으로 독
립 심사 기관(Independent Review Entity, IRE)으로 보냅니다. (이의 제기 방법과 IRE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9장을 참조하십시오.)
DMP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 또는 겸상 세포 질환 등의 특정 의료 질환이 있는 경우
호스피스, 완화치료 또는 생애 말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鵍駑
장기 케어 시설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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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0HGLFDUHꍌ0HGL&DO돕ꍦ겺ꖁ귦끎ꐵ꺵꒽騱겞
鍙
이 장에서는 외래 환자 처방약 비용 중 회원님께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의약
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Medicare 파트 D 처방약, 锵ꃩ鐝
Medi-Cal 혜택 대상 의약품 및 용품, 锵ꃩ鐝
추가 혜택으로 본 플랜의 혜택 대상인 의약품 및 용품을 의미합니다.
회원님께서는 Medi-Cal 수혜 자격을 충족하시므로 Medicare 파트 D 처방약 비용 지급에 도움이 되도록
Medicare에서 “추가 지원(Extra Help)”을 받으시게 됩니다.
([WUD+HOS(추가 지원)는 제한된 소득 및 재원을 가진 회원이 보험료, 공제액, 자기부담금과 같
은 Medicare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edicare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지원(Extra Help)은 “저소득 보조금” 또는 “LIS”라고도 합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처방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당사의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
이 목록을 “의약품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목록에는 다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의약품
세(3) 가지 단계 중 각 의약품이 속하는 단계
의약품에 제한 적용 여부
의약품 목록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웹사이트
www.MolinaHealthcare.com/Duals 에서도 의약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나
와 있는 의약품 목록이 항상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본 회원 핸드북의 제5장
제5장을 보시면 당사 플랜을 통해 외래 환자 처방약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따라야 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이 아닌 처방약 유
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당사의 제공자 및 약국 명부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약국을 통해 혜택 대상 의약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네
트워크 소속 약국은 당사와 협력 계약을 맺고 있는 약국들입니다.

제공자 및 약국 명부에 네트워크 소속 약국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5장에 네트워크 소속 약
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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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렚ꡡꇂꡙ (2%
당사 플랜은 회원님의 처방약 이용을 추적합니다. 당사는 다음 두 가지 비용을 추적합니다.
회원님의 ꐵ꺵꒽騱镅ꖁ귦. 이 비용은 회원님 본인 또는 회원님을 대신해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이 회원님의 처방약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회원님의 둚꺕겺믅ꖁ귦. 이 비용은 회원님 본인 또는 회원님을 대신해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이
회원님의 처방약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에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원님이 당사 플랜을 통해 처방약을 받는 경우, 회원님께 혜택 설명서라는 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짧
게 줄여서 EOB라고 부릅니다. EOB에 회원님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
다. EOB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벱騶긑괍騽벙꽒ꐱ. 보고서에는 회원님께서 받은 처방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의약품 비
용, 당사 지급 금액, 회원님 및 회원님 대신 지급하는 다른 사람이 지급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뵁껩閉냽 <HDUWRGDWH ൈ꽒ꐱ.이는 전체 의약품 비용과 1월 1일부터 지급된 총 금액입니다.
당사는 Medicare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러한 의약품 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회원님의 총 본인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 플랜의 혜택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확인하려면 의약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뷉긍꺕겺믅ꖁ귦듑꼾ꍦꏒ
회원님의 의약품 비용과 회원님이 지급하는 금액을 추적하기 위해, 당사는 회원님 본인 및 회원님이 이
용하는 약국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뷉긍,'떱鰙ꂹ귦법ꨪꨙ굡
처방약을 받을 때는 반드시 회원 ID 카드를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회원님께서 어느 처방
전 약을 받아가셨는지,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꼽뺩괍鏉벁귑벙꽒ꐱꂹꍕ鰙ꨙꇥ鮍꽙듙벱뀹ꨪꨙ굡
비용을 지급하신 의약품의 구매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당사에 해당 의약품 비용 만큼 환급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매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특별 가격에 혜택 대상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당사 플랜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제약사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받는 의약품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혜택 대상 의약품을 구입하시는 경우
혜택 대상 의약품에 대해 정가 전액을 지급하시는 경우
의약품 비용 환급 요청 방법은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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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騡ꂵ黉꺱뷉긍騕꺁騽ꨝ벱냽镆벙镅겞괍鐽벙꽒ꐱꂹ꽙듙벱뀹ꨪꨙ굡
다른 사람 및 단체가 지급한 금액도 회원님 본인의 본인 부담금 비용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IDS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 인디언 의료 서비스(IHS) 및 대부분의 자선 단체가 지급한 금액은 회원
님의 본인 부담금 비용 산정에 포함됩니다.
 꼽뺩錽ꐱ韱鰙ꃩ駑ꐱ鐝ꡙꂹ붒꺵법ꨪꨙ굡
우편을 통해 혜택 설명서(EOB)를 받으시면 반드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정확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서에서 뭔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회원 서비
스에 문의하십시오. 보고서들은 모두 잘 보관하십시오. 회원의 의약품 경비에 대한 중요한 기록입니
다.

& 鍙긑鵍駑껢镭꺕겺믅鐲镆꓁괍騽벱ꡙ駑뷉긍꒽騱镅꺱괃꧲騅騡
Molina Dual Options에서는 플랜 규정을 준수하시는 한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 騶꺕騥鐁
당사 의약품 목록에는 의약품 그룹이 있습니다. 플랜의 의약품 목록의 모든 의약품은 세(3) 가지 단계 중
하나에 속합니다. Molina Dual Options의 의약품 목록에 있는 처방 및 OTC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금이 없습니다. 회원님이 사용하는 의약품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알아보시려면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단계 1 의약품은 무상표 의약품입니다. 단계 1 의약품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계 2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입니다. 단계 2 의약품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계 3 의약품은 비 Medicare 처방전(Rx)/일반의약(OTC) 품목입니다. 단계 3 의약품에 대해 회원
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 겺钪ꡝ렚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 금액은 약을 어디서 구입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 鵍駑
네트워크 외부 약국.
당사는 제한적인 경우에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조제 받은 처방약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약국 선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핸드북 제5장과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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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꺕겺믅꺕껢镭鐲镆꓁ꍘ镭
의약품 중에는 처방약을 받을 때 장기 공급분(“연장 공급분”이라고도 함)을 받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장기 공급분은 최대 90일치까지 가능합니다. 장기 공급분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장기 공급분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5장, 또는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참조하십시오.

& 뷉긍냽镆꓁
顡맵급랩겺钪 뱉黙꺕귭뫵뀹ꉵ 顡맵급랩껢镭 顡맵급랩궵꒽겺钪
똽곱 /7& 겺钪
ꡙꖁꧡ
최대 31일분. 혜택
1개월 또는 최대 90
적용은 특정 케이스
1개월 또는 최대 90 최대 31일분
일분
로 한정됩니다. 자
일분
세한 내용은 제5장
을 참조하십시오.
ꖁ귦꓁騱
騥鐁

$0

$0

$0

$0

$0

$0

$0

$0

$0

$0

$0

$0

(무상표 의약품)
ꖁ귦꓁騱
騥鐁
(브랜드 의약품)
ꖁ귦꓁騱
騥鐁
(비 Medicare 처방
전(Rx)/일반의약
(OTC) 품목)
장기 공급분을 제공할 수 있는 약국에 대한 정보는 플랜의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참조하십시오.

' 굅ꍦ꽎꿂
당사 플랜은 Medicare 파트 D 백신 비용을 지급합니다. Medicare 파트 D 예방 접종에 대한 당사 플랜 혜
택 적용은 2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1. 혜택 적용 첫 번째 부분은 ꍮꨝ껍돱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백신은 처방약입니다.
2. 혜택 적용 두 번째 부분은 꽎꿂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때로 의사가 주사를 접종하는 형태
로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굅ꍦ꽎꿂꽁겉겁鮍곱겹법駑벪
예방 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서비스에 먼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방 접종이 당사의 혜택 적용을 받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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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속 약국 및 제공자를 이용해 비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네트워크
소속 약국은 당사와 협력 계약을 맺고 있는 약국들입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본 건강 플랜
에 참여하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Molina Dual Options와 협력해 파트
D 백신에 대해 선불 비용이 없도록 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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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뵙렚騽ꟾꡙꖁꧡ鵍駑꺕겺믅괍騽벱뷉긍꺱ꍘ깽돪钩ꡙ騽镅
냽镆꺁귑돪법駑ꍦꏒ
鍙
본 장에서는 당사에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청구서를 보내는 방법과 시기를 설명합니다. 또한 혜택 적용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
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덥齽
A. 회원이 당사에 서비스 또는 의약품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 106
B. 지급 요청서 발송 방법 ..............................................................................................................107
C. 혜택 적용 결정(Coverge decision) ............................................................................................ 108
D. 이의 제기 ..................................................................................................................................108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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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뷉긍꺱騶괍ꡙꖁꧡ鵍駑꺕겺믅ꖁ귦꺁돪钩법駑ꍦꏒ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반드시 회원님께서 이미 이용한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해 플랜
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본 건강 플랜에 참여하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꺕ꀉ똽곱鵍駑꺕겺믅괍騽벱돪钩ꡙꂹꍘ깹ꨙ駑鏺귭벱騶돪钩ꡙꂹ騶괍꽙듙벱뀹ꨪꨙ굡 청구서
제출 방법은 14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의약품인 경우, 당사에서 해당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다.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의약품이고 이미 비용을 지급하신 경우, 비용을 환불받는 것이 회원님의
권리입니다.
해당 서비스 또는 의약품이 혜택 대상이 겁騉 경우, 당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회원 서비스 또는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청구서를 받았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또한, 이미 당사에 제출하신 환급 요청과 관련해 전달하고
자 하는 정보가 있으신 경우에도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용 환급을 요청해야 하거나 회원님께서 받은 청구서 대금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의 예입
니다.
 顡맵급랩궵꒽꽙鐲껍龙꒽롭꺎镆鵍駑镱镆법鏉벁귑벙똽곱ꂹꍘ깹ꨙ駑鏺귭
제공자에게 당사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케어를 받으실 때 비용 전액을 지급하신 경우 당사에 환급을 요청하십시오. 당사에 청구서와 회원
님께서 지급한 금액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공자가 회원님은 본인 부담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청구서와 회원님께서 지급한 금액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사가 직접 지급할 것입니다.
이미 회원님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顡맵급랩꽙鐲껍龙꒽롭돪钩ꡙꂹꍘ깹ꨝ鏺귭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항상 비용을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비스 또는 처방을 받을 때 Molina
Dual Options 회원 ID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의사나 병원 등) 제공자가 서비스에 대한 플랜의 비용
부담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원님께 부당하게/부적절하게 청구합니다. 돪钩ꡙꂹꍘ깽鏺귭뷉긍
ꡙꖁꧡ괍괭麺법ꨪꨙ굡
Molina Dual Options가 회원님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원님은 비용을 지
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회원님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제공자가 회원님께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로 해당 청구서를 보내주십
시오. 당사에서 해당 제공자에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로부터 받은 청구서 대금을 이미 납입하신 경우 당사에 해당 청구서와 함께
대금 지급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당사는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돕ꍦ겺꺁ꍘ镭깁벱顡맵급랩궵꒽겺钪꺁꺱귦법駑鏺귭
네트워크 외부 약국을 이용하시는 경우, 처방약 비용 전액을 회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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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조제 받은 처방약 비용을 부담합니다. 당사
에 환급 요청하실 때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뷉긍,'떱鰙ꂹ냽법鐝껅냽겇겁ꡙ돕ꍦ겺ꖁ귦꽁겞꺁냽镆법駑鏺귭
회원 ID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 연락하거나 회원님 플랜 가입 정보를 찾아서 확
인해달라고 약국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지 못하는 경우, 처방약 비용 전액을 회원님께서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환급 요청하실 때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뵙렚騽ꟾ꺱겁騉꺕겺믅괍騽벱돕ꍦ겺ꖁ귦꽁겞꺁뷉긍騕阕ꡙ냽镆법駑鏺귭
혜택 대상 의약품이 아니어서 처방약 비용 전액을 회원님께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이 당사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의약품 목록)에 없거나, 회원님이 모르셨거나 회원님
께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요건 또는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 구입을 결
정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회원님께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비용을 회원님께서 지급하지 않지만 혜택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당사에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9장 참조).
회원님과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가 회원님께 그 의약품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9장 참조).
당사에 환급 요청하실 때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약품 비용을 환급해 드리려면 회원
님의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에 환급 요청을 제출하시면 요청을 검토해 보고 해당 서비스 또는 의약품이 혜택 대상이 되어야 하
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혜택 적용 결정”이라고 합니다.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
우 해당 서비스 또는 의약품 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당사가 환급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 결정에 이
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설명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 냽镆귑돪ꡙꍙꍦꏒ
당사에 청구서와 회원님께서 지급한 금액 증빙을 제출해 주십시오. 납입 증빙은 회원님께서 쓴 체크(수
표) 복사본 또는 제공자 발행 영수증이 될 수 있습니다.돪钩ꡙ굽괾냚깽镭龚ꐱ鐽귦깹龙ꐵ꺁ꄉ鰡
곱鮍ꨙ駑鏀꺱꿈꧲騅騡 담당 케이스 관리자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환급/지급 요청서를 청구서 또는 영수증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의료 서비스:
Molina Dual Options:
Attn: Molina Dual Options Member Services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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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의약품) 서비스:
Molina Dual Options:
7050 Union Park Center, Suite 200
Midvale, UT 84047
서비스 및/또는 용품을 받은 날짜로부터 꺹꺱韱 및/또는 의약품을 받은 날짜로부터 鍙긑꺱韱괍
돪钩ꂹ꽙듙벱겹벦騅騡

& 뵙렚꼾귦鏭꽒 &RYHUJHGHFLVLRQ
붕镆귑돪꺱꽎魕ꆱ뵙렚꼾귦鏭꽒꺁韱ꃩ鏉魦騅騡뷉긍騕꺕꺕ꀉ똽곱鵍駑꺕겺믅꺱騶뱉黙
뵙렚騽ꟾ꺵냽괩꒽ꂹ鏭꽒벙騡駑꺕ꌵ껂騅騡 또한 해당되는 경우 회원 본인님께서 해당 의료 케어나
의약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도 결정합니다.
회원님 본인으로부터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알려드립니다.
해당 의료 케어 또는 의약품이 혜택 대상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회원님께서 혜택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모두 따른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회원님 본인이 이미 그 서비스나 의약품 비
용을 납입하신 경우, 회원님께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직 비
용 지급 전인 경우 당사에서 해당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3장을 보시면 혜택 대상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5장을 보시면 Medicare 파트 D
처방약에 대한 혜택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의약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
한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님의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혜택 적용 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 꺱꺕꽙镭
당사가 실수로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당사에 결정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를 이의 제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사 지급 금액에 동의하실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의 제기가 가능합
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세부적인 절차와 중요한 기한이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이의 제기와 관련한 자
세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의료 케어 서비스 비용 환급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14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의약품 비용 환급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1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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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뷉긍꺕铉ꃩꍌ꺕ꉱ
鍙
본 장에서는 플랜 회원으로서 회원님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당사에는 회원님의 권
리를 지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
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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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UULJKWWRJHWLQIRUPDWLRQLQDZD\WKDWPHHWV\RXUQHHGV
We must tell you about the plan’s benefits and your rights in a way that you can understand. We must
tell you about your rights each year that you are in our plan.
To get information in a way that you can understand, call Member Services. Our plan has people
who can answer questions in different languages.
Our plan can also give you materials in Spanish, Armenian, Cambodian, Chinese, Farsi, Korean,
Russian, Tagalog, Vietnamese, Arabic and in formats such as large print, braille, or audio. To
make a standing request to get material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r in an alternate format
now and in the future, please contact Member Services at (855) 665-4627, TTY: 711, Monday Friday, 8 a.m. to 8 p.m., local time.
You can ask that we always send you information in the language or format you need. This is
called a standing request. We will keep track of your standing request so you do not need to make
separate requests each time we send you information. To get this document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please contact the State at (800) 541-5555, TTY: 711, Monday – Friday, 8 a.m. to
5 p.m., local time) to update your record with the preferred language. To get this document in an
alternate format, please contact Member Services at (855) 665-4627, TTY: 711, Monday – Friday,
8 a.m. to 8 p.m., local time. A representative can help you make or change a standing request.
You can also contact your Case Manager for help with standing requests.
If you are having trouble getting information from our plan because of language problems or a disability
and you want to file a complaint, call Medicare at 1-800-MEDICARE (1-800-633-4227). You can call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TY users should call 1-877-486-2048. You can also file a complaint with
Medi-Cal by calling the Cal MediConnect Ombudsman at 1-855-501-3077. TTY users should call 711.

$6XGHUHFKRDREWHQHULQIRUPDFLµQGHXQDPDQHUDTXHFXPSOD
FRQVXVQHFHVLGDGHV
Debemos informarle acerca de los beneficios del plan y sus derechos de una manera que pueda
entender. Debemos informarle acerca de sus derechos cada año que esté en nuestro plan.
Para obtener información de una forma que sea comprensible para usted, llame al Departamento
de Servicios para Miembros. Nuestro plan cuenta con personal que puede responder a sus
preguntas en diferentes idiomas.
Nuestro plan también puede proporcionarle materiales en español, armenio, camboyano, chino,
persa, coreano, ruso, tagalo, vietnamita, árabe y en formatos como letra de molde grande, sistema
Braille o audio. Para solicitar materiales en un idioma que no sea inglés o en un formato alternativo
ahora y en el futuro, póngase en contacto con el Departamento de Servicios para Miembros
al (855) 665-4627, TTY: 711, de lunes a viernes, de 8:00 a.m. a 8:00 p.m., hora lo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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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ed puede pedir que siempre le enviemos información en el idioma o formato que necesite.
Esto se conoce como una solicitud permanente. Realizaremos un seguimiento de su solicitud
permanente de modo que usted no necesite hacer solicitudes por separado cada vez que le
enviemos información. Para obtener este documento en un idioma que no sea inglés, comuníquese
con el Estado al (800) 541-5555, TTY: 711, de lunes a viernes, de 8.00 a. m. a 5.00 p. m., hora
local) para actualizar su registro con el idioma que usted prefiere. Para obtener este documento
en un formato alternativo, comuníquese con el Departamento de Servicios para Miembros al
(855) 665-4627, TTY: 711, de lunes a viernes, de 8.00 a. m. a 8.00 p. m., hora local. Un
representante puede ayudarlo a realizar o cambiar una solicitud permanente. También puede
comunicarse con su administrador de casos para obtener ayuda con respecto a la solicitud
permanente.
Si tiene problemas para obtener información de nuestro plan debido a problemas con el idioma o por
una discapacidad y desea presentar una queja, llame a Medicare al 1-800-MEDICARE (1-800-633-4227).
Puede llamar las 24 horas del día, los 7 días de la semana. Los usuarios de TTY deben llamar al
1-877-486-2048. También puede presentar una queja con Medi-Cal llamando al mediador de Cal
MediConnect al 1-855-501-3077. Los usuarios de TTY deben llamar al 711.

$0D\NDUDSDWDQND\RQJNXPXKDQJLPSRUPDV\RQVDSDUDDQJ
PDWXWXJXQDQDQJLQ\RQJPJDSDQJDQJDLODQJDQ
Dapat naming ipaalam sa inyo ang mga benepisyo ng plano at ang inyong mga karapatan sa paraang
inyong mauunawaan. Dapat naming sabihin sa inyo ang tungkol sa inyong mga karapatan sa bawat
taon na kayo ay miyembro ng aming plano.
Upang kumuha ng impormasyon sa paraang mauunawaan ninyo, tumawag sa Mga Serbisyo sa
Miyembro. Ang aming plano ay may mga taong makasasagot sa mga tanong sa iba’t ibang wika.
Makakapagbigay rin sa inyo ang aming plano ng mga materyales sa wikang Espanyol, Armenian,
Cambodian, Chinese, Farsi, Koreano, Ruso, Tagalog, Vietnamese, Arabe at sa mga format gaya
ng malaking print, braille, o audio. Upang gumawa ng pangmatagalang kahilingang makuha ang
mga materyales sa isang wikang hindi Ingles o sa isang alternatibong format ngayon at sa
hinaharap,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Mga Serbisyo sa Miyembro sa (855) 665-4627, TTY:
711, Lunes - Biyernes, 8 a.m. hanggang 8 p.m., lokal na oras .
Maaari ninyong hilingin na ipadala namin palagi sa inyo ang impormasyon sa wika o format na
gusto ninyo. Tinatawag itong palagiang kahilingan. Susubaybayan namin ang inyong palagiang
kahilingan para hindi na ninyo kailanganing gumawa ng mga hiwalay na kahilingan sa bawat
pagkakataong may ipapadala kaming impormasyon sa inyo. Upang makakuha ng dokumentong
ito sa ibang wika maliban sa Ingles,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Estado sa (800) 541-5555,
TTY: 711, Lunes – Biyernes, 8 a.m. hanggang 5 p.m., lokal na oras upang ma-update ang inyong
rekord sa gustong wika. Upang makakuha ng dokumentong ito sa alternatibong format,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Mga Serbisyo sa Miyembro sa (855) 665-4627, TTY: 711, Lunes – Biyernes,
8 a.m. hanggang 8 p.m., lokal na oras. Matutulungan kayo ng isang kinatawang gawin o baguhin
ang palagiang kahilingan. Maaari din kayong makipag-ugnayan sa inyong Tagapamahala ng
Kaso para sa tulong sa mga palagiang kahilingan.
Kung nahihirapan kayong kumuha ng impormasyon mula sa aming plano dahil sa mga problema sa
wika o kapansanan at gusto ninyong maghain ng reklamo, tumawag sa Medicare sa 1-800-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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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633-4227). Matatawagan ninyo ito 24 na oras sa isang araw, 7 araw sa isang linggo. Dapat
tumawag ang mga gumagamit ng TTY sa 1-877-486-2048. Maaari din kayong maghain ng reklamo sa
Medi-Cal sa pamamagitan ng pagtawag sa Cal MediConnect Ombudsman sa 1-855-501-3077. Dapat
tumawag ang mga gumagamit ng TTY sa 711.

$4X¿YఓFµTX\ఉQQK௵QWK¶QJWLQWKHRF£FKWKఱFÓ£SఱQJQKX
F௯XFయDP®QK
Chúng tôi phải cho quý vị biết về phúc lợi của chương trình và quyền của quý vị theo cách quý vị có thể
́ với quý vị về các quyền của quý vị mỗi năm quý vị tham gia chương
hiểu được. Chúng tôi phải thông bao
trinh
̀ cua
̉ chung
́ tôi.
Để nhận được thông tin theo cách quý vị có thể hiểu được, hãy gọi Dich
̣ vụ Thanh
̀ viên. Nhân
viên trong chương trinh
̀ cua
̉ chung
́ tôi có thể trả lời các câu hỏi bằng nhiều ngôn ngữ khác nhau.
Chương trình của chúng tôi cũng có thể cung cấp cho quý vị tài liệu bằng tiếng Tây Ban Nha,
tiếng Armenia, tiếng Campuchia, tiếng Trung, tiếng Farsi, tiếng Hàn, tiếng Nga, tiếng Tagalog,
tiếng Việt, tiếng Ả Rập và ở các định dạng như bản in khổ lớn, chữ nổi braille hoặc âm thanh. Để
đưa ra yêu cầu nhận tài liệu bằng ngôn ngữ khác không phải là tiếng Anh hoặc ở định dạng khác
hiện giờ hoặc trong tương lai, vui lòng liên hệ với Dịch vụ Thành viên theo số (855) 665-4627,
TTY: 711, Thứ Hai - Thứ Sáu, 8 giờ sáng đến 8 giờ tối, giờ địa phương .
Quý vị có thể yêu cầu chúng tôi luôn gửi thông tin bằng ngôn ngữ hoặc ở định dạng quý vị cần.
Đây được gọi là yêu cầu cụ thể. Chúng tôi sẽ luôn theo dõi yêu cầu cụ thể của quý vị. Như vậy,
quý vị sẽ không cần tạo yêu cầu riêng mỗi lần chúng tôi gửi thông tin cho quý vị nữa. Để nhận
tài liệu này ở một ngôn ngữ khác Tiếng Anh, vui lòng liên hệ với Tiểu Bang theo số (800) 541-5555,
TTY: 711, Thứ Hai – Thứ Sáu, từ 8 giờ sáng đến 5 giờ chiều, giờ địa phương để cập nhật hồ sơ
của quý vị bằng ngôn ngữ ưu tiên. Để nhân
̣ tài liệu này ở định dạng khác, vui lòng liên hệ với Bộ
Phận Dịch Vụ Thanh
̀ Viên theo số (855) 665-4627, TTY: 711, Thứ 2 – Thứ 6, 8 giờ sáng đến 8
giờ tối, giờ địa phương. Nhân viên đại diện có thể giúp quý vị tạo hoặc thay đổi yêu cầu cụ thể.
Quý vị cũng có thể liên hệ với Người Phụ Trách Hồ Sơ để được trợ giúp về yêu cầu cụ thể.
Nếu quý vị gặp rắc rối về việc nhận thông tin từ chương trình của chúng tôi do vấn đề về ngôn ngữ hoặc
khuyết tật và muốn nộp đơn khiếu nại, hãy gọi cho Medicare theo số 1-800-MEDICARE (1-800-633-4227).
Quý vị có thể gọi 24 giờ/ngày, 7 ngày/tuần. Người dùng TTY vui lòng gọi số 1-877-486-2048. Quý vị
cũng có thể nộp đơn khiếu nại cho Medi-Cal bằng cách gọi cho Cal MediConnect Ombudsman theo số
1-855-501-3077. Người dùng TTY vui lòng gọi số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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ЫЩекизкзЪзе
Мы должны сообщать вам об объеме покрываемых услуг в рамках плана и ваших правах понятным
для вас способом. Мы должны сообщать вам о ваших правах каждый год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времени
вашего участия в плане.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понятным для вас способом, позвоните в отдел обслу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В рамках нашего плана работ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едоставить
информацию на различных языках.
Материалы по нашему плану также доступны на испанском, армянском, камбоджи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фарси, корейском, русском, тагальском, вьетнамском, арабском языках и в
разных форматах, включая крупный шрифт, шрифт Брайля или аудиоформат. Чтобы подать
запрос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вам материалов на языке, отличном от английского, или в другом
формат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ли в будущем), свяжитесь с отделом обслу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по телефону (855) 665-4627, номер TTY: 711,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08:00 до 20: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
Вы можете попросить о том, чтобы мы всегда отправляли вам информацию на выбранном
языке или в нужном формате.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запрос». Мы внесем такой
постоянный запрос в систему, и вам не придется делать отдельные запросы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мы будем направлять вам информацию.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анный документ на языке,
отличном от английского, позвоните по тел. (800) 541-5555, TTY: 711, c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08:00 до 17: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и попросите внести в свою карту
предпочитаемый язык.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анный документ в другом формате, обратитесь в
отдел обслу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по тел. (855) 665-4627, TTY: 711,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с 8:00 до 20: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поможет создать или
изменить постоянный запрос. Также за помощью в работе с постоянными запросами вы
можете обращаться к координатору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Если у вас возникнут трудности при получ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от сотрудников нашего плана из-за
языковых проблем или нарушения здоровья и вы захотите подать жалобу, позвоните в Medicare
по телефону: 1-800-MEDICARE (1-800-633-4227). Вы можете звонить круглосуточно в любой ден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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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едели. Телефон для пользователей телетайпа (TTY): 1-877-486-2048. Подать жалобу на Medi-Cal
можно, позвонив представителю программы Cal MediConnect по телефону 1-855-501-3077. Номер
TTY для лиц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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ﻳﺘﻌﻴﻦ ﻋﻠﻴﻨﺎ إﺧﺒﺎرك ﺑﺸﺄن ﻣﺰاﻳﺎ اﻟﺨﻄﺔ وﻛﺬﻟﻚ ﺣﻘﻮﻗﻚ ﺑﻄﺮﻳﻘﺔ ﺗﺴﺘﻄﻴﻊ اﺳﺘﻴﻌﺎﺑﻬﺎ .ﻳﺘﻌﻴﻦ ﻋﻠﻴﻨﺎ إﺧﺒﺎرك ﺑﺤﻘﻮﻗﻚ ﻛﻞ ﻋﺎم ﺗﻜﻮن
ﻋﻀﻮا ﺑﺨﻄﺘﻨﺎ.
ً
ﻓﻴﻪ
أﻓﺮادا
ً
ﻳﻤﻜﻦ اﻟﺤﺼﻮل ﻋﻠﻰ اﻟﻤﻌﻠﻮﻣﺎت ﺑﻄﺮﻳﻘﺔ ﺗﺴﺘﻄﻴﻊ اﺳﺘﻴﻌﺎﺑﻬﺎ واﻻﺗﺼﺎل ﺑﻘﺴﻢ ﺧﺪﻣﺎت اﻷﻋﻀﺎء ،ﻓﺨﻄﺘﻨﺎ ﺗﻀﻢ
ﺑﻤﻘﺪورﻫﻢ اﻹﺟﺎﺑﺔ ﻋﻦ اﻷﺳﺌﻠﺔ ﺑﻠﻐﺎت ﻣﺨﺘﻠﻔﺔ.
ﻛﻤﺎ ﻳﻤﻜﻦ أن ﺗﻮﻓﺮ ﻟﻚ ﺧﻄﺘﻨﺎ اﻟﻤﻮاد ﺑﺎﻟﻠﻐﺎت اﻹﺳﺒﺎﻧﻴﺔ واﻷرﻣﻴﻨﻴﺔ واﻟﻜﻤﺒﻮدﻳﺔ واﻟﺼﻴﻨﻴﺔ واﻟﻔﺎرﺳﻴﺔ واﻟﻜﻮرﻳﺔ واﻟﺮوﺳﻴﺔ
واﻟﺘﺎﻏﺎﻟﻮﻏﻴﺔ واﻟﻔﻴﺘﻨﺎﻣﻴﺔ واﻟﻌﺮﺑﻴﺔ وﺑﺘﻨﺴﻴﻘﺎت ﻣﺜﻞ اﻟﻤﻄﺒﻮﻋﺎت اﻟﻜﺒﻴﺮة أو ﻃﺮﻳﻘﺔ ﺑﺮاﻳﻞ أو ﺑﺎﻟﺘﻨﺴﻴﻖ اﻟﺼﻮﺗﻲ .ﻟﺘﻘﺪﻳﻢ ﻃﻠﺐ
داﺋﻢ ﻟﻠﺤﺼﻮل ﻋﻠﻰ ﻣﻮاد ﺑﻠﻐﺔ أﺧﺮى ﺧﻼف اﻟﻠﻐﺔ اﻹﻧﺠﻠﻴﺰﻳﺔ أو ﺑﺘﻨﺴﻴﻖ ﻣﺨﺘﻠﻒ اﻵن وﻓﻲ اﻟﻤﺴﺘﻘﺒﻞُ ،ﻳﺮﺟﻰ اﻻﺗﺼﺎل
   ،ᥴ᧔ᦜᧈᦿҫᦲҫᦿҫҭᦐҧ᧒ᧃᦊᦈᦔᧄᦿҢﻣﻦ اﻹﺛﻨﻴﻦ إﻟﻰ
ﺑﺨﺪﻣﺎت اﻷﻋﻀﺎء ﻋᧀ᧐ᧂᦷᦎᦿҫ
ﻣﺴﺎء ﺣﺴﺐ اﻟﺘﻮﻗﻴﺖ اﻟﻤﺤﻠﻲ.
ً
ﺻﺒﺎﺣﺎ إﻟﻰ 8
ً
اﻟﺠﻤﻌﺔ ،ﻣﻦ 8
ﻣﺴﺘﻤﺮا .وﺳﻮف
ً
ﻃﻠﺒﺎ
داﺋﻤﺎ ﺑﺎﻟﻠﻐﺔ أو اﻟﺘﻨﺴﻴﻖ اﻟﺬي ﺗﺤﺘﺎﺟﻪ .وﻳﺴﻤﻰ ﻫﺬا ً
ً
ﻳﻤﻜﻨﻚ أن ﺗﻄﻠﺐ ﻣﻨﺎ أن ﻧﺮﺳﻞ ﻟﻚ اﻟﻤﻌﻠﻮﻣﺎت
ﻧﺘﺘﺒﻊ ﻃﻠﺒﻚ اﻟﻤﺴﺘﻤﺮ ﻟﺬا ﻓﺈﻧﻚ ﻻ ﺗﺤﺘﺎج إﻟﻰ ﺗﻘﺪﻳﻢ ﻃﻠﺒﺎت ﻣﻨﻔﺼﻠﺔ ﻓﻲ ﻛﻞ ﻣﺮة ﻧﺮﺳﻞ إﻟﻴﻚ ﺑﻬﺎ ﻣﻌﻠﻮﻣﺎت .ﻟﻠﺤﺼﻮل ﻋﻠﻰ
ﻫﺬه اﻟﻮﺛﻴﻘﺔ ﺑﻠﻐﺔ أﺧﺮى ﻏﻴﺮ اﻟﻠﻐﺔ اﻹﻧﺠﻠﻴﺰﻳﺔ ،ﻳﺮﺟﻰ اﻻﺗﺼﺎل ﺑﺎﻟﻮﻻﻳﺔ ﻋﻠﻰ اﻟﺮﻗﻢ ) ،5555-541 (800وﺑﺎﻟﻨﺴﺒﺔ ﻟﻤﺴﺘﺨﺪﻣﻲ
ᦛ ًҥᦔᧃ ᧐ᦃᦃᥲﺣﺴﺐ اﻟﺘﻮﻗﻴﺖ
ً
ᥴᦫᦔᦿҫᧆᧃҢᥴᧄᦀᦿҫ᧐ᦃᧆ᧔ᧈ᧙ҫᧆᧃҢ ᥴ᧔ᦜᧈᦿҫᦲҫᦿҫҭᦐҧ
اﻟﻤﺤﻠﻲ( ﻟﺘﺤﺪﻳﺚ اﻟﺴﺠﻞ اﻟﺨﺎص ﺑﻚ ﺑﺎﻟﻠﻐﺔ اﻟﻤﻔﻀﻠﺔ .ﻟﻠﺤﺼﻮل ﻋﻠﻰ ﻫﺬه اﻟﻮﺛﻴﻘﺔ ﺑﺘﻨﺴﻴﻖ ﺑﺪﻳﻞُ ،ﻳﺮﺟﻰ اﻻﺗﺼﺎل ﺑﻘﺴﻢ
ﺧﺪﻣﺎت اﻷﻋﻀﺎء ﻋﻠﻰ اﻟﺮﻗﻢ ) ،4627-665 (855وﻟﻤﺴﺘﺨﺪﻣﻲ أﺟﻬﺰة اﻟﻬﻮاﺗﻒ اﻟﻨﺼﻴﺔ ،711 :ﻣﻦ اﻹﺛﻨﻴﻦ ﺣﺘﻰ اﻟﺠﻤﻌﺔ،
ﺻﺒﺎﺣﺎ ﺣﺘﻰ  8ﻣﺴﺎءً ﺣﺴﺐ اﻟﺘﻮﻗﻴﺖ اﻟﻤﺤﻠﻲ .وﻳﻤﻜﻦ ﻷﺣﺪ اﻟﻤﻨﺪوﺑﻴﻦ ﻣﺴﺎﻋﺪﺗﻚ ﻓﻲ ﺗﻘﺪﻳﻢ ﻃﻠﺐ ﻣﺴﺘﻤﺮ
ً
ﻣﻦ اﻟﺴﺎﻋﺔ 8
أو ﺗﻐﻴﻴﺮه .ﻛﻤﺎ ﻳﻤﻜﻨﻚ اﻻﺗﺼﺎل ﺑﻤﺪﻳﺮ ﺣﺎﻟﺘﻚ ﻟﻤﺴﺎﻋﺪﺗﻚ ﺑﺸﺄن ﺗﻘﺪﻳﻢ ﻃﻠﺒﺎت ﻣﺴﺘﻤﺮ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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إذا واﺟﻬﺖ ﺻﻌﻮﺑﺔ ﻓﻲ اﻟﺤﺼﻮل ﻋﻠﻰ ﻣﻌﻠﻮﻣﺎت ﻣﻦ ﺧﻄﺘﻨﺎ ﺑﺴﺒﺐ ﻣﺸﻜﻼت ﺗﺘﻌﻠﻖ ﺑﺎﻟﻠﻐﺔ أو إﻋﺎﻗﺔ ﻣﺎ وﺗﻮد ﺗﻘﺪﻳﻢ ﺷﻜﻮى ﺑﻬﺬا
 ُﻳﻤﻜﻨﻚ اﻻﺗﺼﺎل ﺑﻨﺎ ﻋﻠﻰ1-800-MEDICARE 1-800-633-4227.  ﻋﻠﻰ اﻟﺮﻗﻢMedicare  ﻓﺎﻟﺮﺟﺎء اﻻﺗﺼﺎل ﺑﺒﺮﻧﺎﻣﺞ،اﻟﺸﺄن
ᧂᦷᦎᦿҫ᧐ᧀᦫӃᦜҫ᧐ᦎ᧓Ңᥴ᧔ᦜᧈᦿҫ ﺑﺎﻟﻨﺴﺒﺔ ﻟﻤﺴﺘﺨﺪﻣﻲ أﺟﻬﺰة اﻟﻬﻮاﺗﻒ. أﻳﺎم ﻓﻲ اﻷﺳﺒﻮع7 ، ﺳﺎﻋﺔ ﻓﻲ اﻟﻴﻮم24 ﻣﺪار
Cal MediConnect  ﻋﻦ ﻃﺮﻳﻖ اﻻﺗﺼﺎل ﺑﺒﺮﻧﺎﻣﺞMedi-Cal  ﻛﻤﺎ ﻳﻤﻜﻨﻚ اﻟﺘﻘﺪم ﺑﺸﻜﻮاك إﻟﻰ ﺑﺮﻧﺎﻣﺞ1-877-486-2048.
 ﻳﺘﻌﻴﻦ ﻋﻠﻴﻬﻢ اﻻﺗﺼﺎل ﻋﻠﻰ رﻗﻢ، ﺑﺎﻟﻨﺴﺒﺔ ﻟﻤﺴﺘﺨﺪﻣﻲ أﺟﻬﺰة اﻟﻬﻮاﺗﻒ اﻟﻨﺼﻴﺔ1-855-501-3077.  ﻋﻠﻰ اﻟﺮﻗﻢOmbudsman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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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យងតរវតែបរាបលោកអនកអពអតថបរយោជននៃគមរោ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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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នងសទធរបសអនកនៅកនងវធដែលអនកអាចយលបាន។
ិ
ិ ្ ិ
់ ្
្ ុ ិ ី
្
់
យងខញតរវតែ
ើ ្ ំុ ្ ូ
បរាបលោកអនកអពសទធរបសលោកអនក
្ ់
្
ំ ី ិ ្ ិ
់
្
កនងមយឆនាៗ
្ ុ ួ
្ ំ ដោយសារលោកអនកនៅកនងគមរោងយងខញ
្
្ ុ
្
ើ ្ ុំ ។
ដមបទទលបានពតមានតាមវធដែលធវឲយលោកអនកអាចយលបាន
ើ ្ ី ួ
័ ៌
ិ ី
្ើ ្
្
់
សមហៅទរសពទមកកានសេវាកមមបមរសមាជក
ូ
ូ ័ ្
់
្
្ើ
ិ ។
គមរោងរបសយងមានមនសសជាចរនដែលអាចឆលយសណរជាភាសាផសេងៗបាន។
្
់ ើ
ុ ្
្ើ
្ ើ
ំ ួ
្
្
់ ើ ៏
្
់ ្
្
ូ
្ ៉
្ ចន
ិ ហវាស
្
៊ី ករេ
ូ ៉ រសស
ុ ្ ី តាកាឡក
ុ
គមរោងរបសយងកអាចផតលឲយអនកនវឯកសារជា
ភាសាអេសបាញ
អាមេនី ខមែរ
៉ ់ ហយមានទរងទរាយជាការបោះពមពធ
ើ
្ ់ ្
ុ ្ ំ អកសរសមរាបមនសសពការភនែក
្
្ ់ ុ ្
ិ
្
្
វៀតណាម អារាប
ឬសមលេង។
ើ ្ ី ្ ើ ុំ ើ ្ ី ួ
ួ
្ ី
់ ្
្ ់ ្
ដមបសនសដមបទទលបានឯកសារ
ជាភាសាណាមយករៅពភាសាអងគលេសឬទមរងផសេងទៀតនៅពេលនេះ
ិ
ូ
់
្
ិ (855) 665-4627, TTY៖ 711 ពថងៃចនទ
ី ្
្ - ថងៃសករពមោង
្
ុ ្ ី ៉ 8
នងពេលអនាគត
សមទាកទងទៅសេវាកមមសមាជក
្ ឹ ដលមោង
់ ៉ 8 យប់ មោងកនងសរក។.
៉
្ ុ
្ុ
ពរក
្
្ ើ ុំ
ួ
ើ ្ ើ
្
ិ ្ ូ ័ ៌
្ ់
្
្ូ
្ ់
អនកអាចសនសអោយពកយងផញអោយអនកជានចចនវពតមានជាភាសា
ឬទមរងដែលអនកតរវការ។
តរងនេះគេហៅថា
ំ ូ
ិ ្ ្
៍ ពកយងនងបនតតាមដានចពោះសណជាអចនតរៃយរបសអនក
ួ
ើ ឹ
្
ំ
ំ ើ
ិ ្ ្
៍
់ ្
ការសណមពរជាអចនតរៃយ។
ូ ្
្
ិ
ំ
់ ្ ើ
ំ ើ
់
់
ើ ្ ើ ៌
់ ្
ើ
ដចនេះអនកមនចាបាចបងកតសណដាចដោយឡែករាលពេលដែលយងផញពតមានទៅកានអនកឡយ។
ើ ្ ី ួ
ិ
់ ្
ូ ំ
់ ំ
់ ្
ដមបទទលបាឯកសារនេះជាភាសាដែលមនមែនជាភាសាអងគលេសនោះ
សមទនាកទនងទៅកានរដឋតាមលេខ(800)
្
័ ្ ដលថងៃសករ
់ ្
ុ ្ មោង8
៉
្ ឹ ដល់ 5 លងាច
្
៉
្ ុ
្ុ
541-5555, TTY៖ 711 ថងៃចនទ
ពរក
មោងកនងសរក)
ើ ្ ី ្ើ ្ ុ ្ ្
ិ ្ ័
់ ្
ួ
់
ើ ្ ី ួ
្ុ ្
ដមបធវបចចបបននភាពទនននយរបសអនកជាមយភាសាដែលចងបាន។
ដមបទទលបាឯកសារនេះជាទមរងផសេងនោះ
ូ ំ
់ ំ
់
ិ
្
័ ្
់ ថងៃសករ
្
ុ ្ មោង
៉ 8 ពរកដល
្ឹ
់
សមទនាកទនងទៅកានសេវាសមាជកតាមលេខ(855)
665-4627, TTY៖ 711 ថងៃចនទដល
៉ ្ ុ
្ ុ អនកតណាងមនាកអាចជយអនកកនងការបងកត
្
ំ
្ ់
ួ
្
្ ុ
្ ើ ឬផលាសបតរសណដែលមានជាអចនតរៃយនេះ។
្
់ ្ ូ ំ ើ
ិ ្ ្ ៍
8 យប់ មោងកនងសរក។
្
៏
់
់ ្
្ ់ ្
ំ ុំ
់ ្
ើ ្ ី ួ
ួ
ឹ
់ ំ ើ
អនកកអាចទាកទងទៅកានអនកគរបគរងសនរឿងរបសអនកដមបជយជាមយនងការដាកសណរ។
្ ិ ើ ្
្
្ ុ
ួ
័ ៌
ី ្
់ ើ
្
បរសនបអនកមានបញហាកនងការទទលបានពតមានពគមរោងរបសយងដោយសារបញហាភាសា
ិ
ើ
្
់
់
្
្ ឹ សមហៅទរសពទមកកាន
ូ
ូ ័ ្
់ Medicare តាមរយៈលេខ 1-800-MEDICARE
ឬពការភាពហយអនកចងដាកពាកយបណតង
្
ូ
្
៉
្ ុ ួ
្ 7 ថងៃកនងមយសបតាហ។
្
្ ុ ួ
្
៍ អនកបរបរាស
្
្ើ ្
់ TTY
(1-800-633-4227)។ អនកអាចទរសពទមក
24 មោងកនងមយថងៃ
ូ ូ
្
្
៏
់
្
្ ឹ
់ Medi-Cal បានផងដែរ ដោយទរសពទទៅ
ូ
្
សមទរសពទទៅលេខ
1-877-486-2048។ អនកកអាចដាកពាកយបណដងទៅកាន
្
្ើ ្
់ TTY សមទរសពទទៅលេខ
ូ ូ
្
Cal MediConnect Ombudsman តាមរយៈលេខ1-855-501-3077 ។ អនកបរបរាស
711។
 ﺣﻖ ﺷﻤﺎ ﺑﺮای درﯾﺎﻓﺖ اﻃﻼﻋﺎت ﺑﻪ ﮔﻮﻧﻪای ﮐﻪ ﻣﻄﺎﺑﻖ ﺑﺎ ﻧﯿﺎزﻫﺎی ﺷﻤﺎ ﺑﺎﺷﺪ.A
 ﺑﺎﯾﺪ ﻫﺮ ﺳﺎﻟﯽ ﮐﻪ در ﻃﺮح.ﺑﺎﯾﺪ ﻣﺰاﯾﺎی ﻃﺮح و ﺣﻘﻮق ﺷﻤﺎ را ﺑﻪ ﮔﻮﻧﻪای در اﺧﺘﯿﺎر ﺷﻤﺎ ﻗﺮار دﻫﯿﻢ ﮐﻪ ﺑﺘﻮاﻧﯿﺪ آﻧﻬﺎ را درک ﮐﻨﯿﺪ
. ﺣﻘﻮﻗﺘﺎن را ﺑﻪ ﺷﻤﺎ ﺧﺎﻃﺮﻧﺸﺎن ﮐﻨﯿﻢ،ﻣﺎ ﻫﺴﺘﯿﺪ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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ﺑﺮای درﯾﺎﻓﺖ اﻃﻼﻋﺎت ﺑﻪ روﺷﯽ ﮐﻪ ﺑﺘﻮاﻧﯿﺪ آن را درک ﮐﻨﯿﺪ ،ﺑﺎ ﺑﺨﺶ ﺧﺪﻣﺎت اﻋﻀﺎ 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ﻃﺮح ﻣﺎ اﻓﺮادی در
اﺧﺘﯿﺎر دارد ﮐﻪ ﺑﻪ ﺳﺆاﻻت ﺑﻪ زﺑﺎنﻫﺎی ﻣﺨﺘﻠﻒ ﭘﺎﺳﺦ ﻣﯽدﻫﻨﺪ.
ﻫﻤﭽﻨﯿﻦ ﻃﺮح ﻣﺎ ﻣﯽﺗﻮاﻧﺪ ﻣﻄﺎﻟﺐ را ﺑﻪ زﺑﺎنﻫﺎی اﺳﭙﺎﻧﯿﺎﯾﯽ ،ارﻣﻨﯽ ،ﮐﺎﻣﺒﻮج ،ﭼﯿﻨﯽ ،ﻓﺎرﺳﯽ ،ﮐﺮه ای ،روﺳﯽ ،ﺗﺎﮔﺎﻟﻮگ،
وﯾﺘﻨﺎﻣﯽ ،ﻋﺮﺑﯽ و در ﻗﺎﻟﺐﻫﺎﯾﯽ ﻣﺎﻧﻨﺪ ﭼﺎپ ﺑﺎ ﻗﻠﻢ درﺷﺖ ،ﺑﺮﯾﻞ ﯾﺎ ﺻﻮﺗﯽ اراﺋﻪ ﮐﻨﺪ .ﺑﺮای درﺧﻮاﺳﺖ ﺟﻬﺖ درﯾﺎﻓﺖ
ﻟﻄﻔﺎ ﺑﺎ ﺑﺨﺶ ﺧﺪﻣﺎت اﻋﻀﺎء ﺑﻪ
ً
ﻣﻄﺎﻟﺐ ﺑﻪ زﺑﺎﻧﯽ ﻏﯿﺮ از اﻧﮕﻠﯿﺴﯽ ﯾﺎ ﯾﮏ ﻗﺎﻟﺐ دﯾﮕﺮ در ﺣﺎل ﺣﺎﺿﺮ ﯾﺎ در آﯾﻨﺪه،
ﺷﻤﺎره ،(855) 665-4627، TTY: 711دوﺷﻨﺒﻪ ﺗﺎ ﺟﻤﻌﻪ از  8ﺻﺒﺢ ﺗﺎ  8ﺷﺐ ﺑﻪ وﻗﺖ ﻣﺤﻠﯽ 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ﻣﯽ ﺗﻮاﻧﯿﺪ درﺧﻮاﺳﺖ ﮐﻨﯿﺪ ﮐﻪ ﻣﺎ ﻫﻤﯿﺸﻪ اﻃﻼﻋﺎت را ﺑﻪ زﺑﺎن ﯾﺎ ﻗﺎﻟﺒﯽ ﮐﻪ ﻧﯿﺎز دارﯾﺪ ﺑﺮای ﺷﻤﺎ ارﺳﺎل ﮐﻨﯿﻢ .ﺑﻪ اﯾﻦ اﻣﺮ
درﺧﻮاﺳﺖ داﺋﻤﯽ ﮔﻔﺘﻪ ﻣﯽ ﺷﻮد .ﻣﺎ ﺣﺴﺎب درﺧﻮاﺳﺖ داﺋﻤﯽ ﺷﻤﺎ را ﻧﮕﻪ ﻣﯽ دارﯾﻢ ﺗﺎ ﻻزم ﻧﺒﺎﺷﺪ ﮐﻪ ﻫﺮ ﺑﺎر ﮐﻪ ﺑﺮاﯾﺘﺎن
اﻃﻼﻋﺎت ارﺳﺎل ﻣﯽ ﮐﻨﯿﻢ ﺑﻪ ﻃﻮر ﺟﺪاﮔﺎﻧﻪ درﺧﻮاﺳﺖ ﮐﻨﯿﺪ .ﺑﺮای درﯾﺎﻓﺖ اﯾﻦ ﻧﻮﺷﺘﺎر ﺑﻪ زﺑﺎﻧﯽ ﺑﻪ ﻏﯿﺮ از اﻧﮕﻠﯿﺴﯽ ،ﻟﻄﻔﺎً
ﺑﺎ اﯾﺎﻟﺖ ﺑﻪ ﺷﻤﺎره  ،(800) 541-5555، TTY: 711دوﺷﻨﺒﻪ ﺗﺎ ﺟﻤﻌﻪ از  8ﺻﺒﺢ ﺗﺎ  5ﺑﻌﺪازﻇﻬﺮ ﺑﻪ وﻗﺖ ﻣﺤﻠﯽ ﺑﻪ ﻣﻨﻈﻮر
ﻟﻄﻔﺎ ﺑﺎ ﺑﺨﺶ
ً
ﺑﺮوز رﺳﺎﻧﯽ ﭘﺮوﻧﺪه ﺧﻮد ﺑﻪ زﺑﺎن دﻟﺨﻮاه 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ﺑﺮای درﯾﺎﻓﺖ اﯾﻦ ﻧﻮﺷﺘﺎر در ﻗﺎﻟﺐ ﻣﺘﻔﺎوت،
ﺧﺪﻣﺎت اﻋﻀﺎ ﺑﻪ ﺷﻤﺎره  ،(855) 665-4627، TTY: 711دوﺷﻨﺒﻪ اﻟﯽ ﺟﻤﻌﻪ از  8ﺻﺒﺢ ﺗﺎ  8ﺷﺐ ﺑﻪ وﻗﺖ ﻣﺤﻠﯽ 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ﯾﮏ ﻧﻤﺎﯾﻨﺪه ﻣﯽ ﺗﻮاﻧﺪ ﺑﻪ ﺷﻤﺎ در اﯾﺠﺎد ﯾﺎ ﺗﻐﯿﯿﺮ درﺧﻮاﺳﺖ داﺋﻤﯽ ﮐﻤﮏ ﮐﻨﺪ .ﻫﻤﭽﻨﯿﻦ ﻣﯽ ﺗﻮاﻧﯿﺪ ﺑﺎ ﻣﺪﯾﺮ ﭘﺮوﻧﺪه
ﺑﺮای درﯾﺎﻓﺖ ﮐﻤﮏ و راﻫﻨﻤﺎﯾﯽ در ﻣﻮرد درﺧﻮاﺳﺖ ﻫﺎی داﺋﻤﯽ 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اﮔﺮ ﺑﻪ ﺧﺎﻃﺮ ﻣﺸﮑﻼت زﺑﺎﻧﯽ ﯾﺎ ﻣﻌﻠﻮﻟﯿﺖ ،در درﯾﺎﻓﺖ اﻃﻼﻋﺎت از ﺑﺮﻧﺎﻣﻪ درﻣﺎﻧﯽ ﻣﺎ ﺑﺎ ﻣﺸﮑﻞ ﻣﻮاﺟﻪ ﻫﺴﺘﯿﺪ و ﻣﯽ ﺧﻮاﻫﯿﺪ
ﺷﮑﺎﯾﺘﯽ را اﻗﺎﻣﻪ ﮐﻨﯿﺪ ،ﺑﺎ  Medicareﺑﻪ ﺷﻤﺎره ) 1-800-MEDICARE (1-800-633-4227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ﻣﯽﺗﻮاﻧﯿﺪ در 24
ﺳﺎﻋﺖ ﺷﺒﺎﻧﻪ روز 7 ،روز ﻫﻔﺘﻪ ﺗﻤﺎس ﺑﮕﯿﺮﯾﺪ .ﮐﺎرﺑﺮان  TTYﺑﺎﯾﺪ ﺑﺎ ﺷﻤﺎره 1-877-486-2048ﺗﻤﺎس ﺑﮕﯿﺮﻧﺪ .ﻫﻤﭽﻨﯿﻦ ﻣﯽﺗﻮاﻧﯿﺪ
ﺗﻮﺳﻂ ﺗﻤﺎس ﺑﺎ Cal MediConnect Ombudsmanﺑﻪ ﺷﻤﺎره  ،1-855-501-3077ﺷﮑﺎﯾﺘﯽ را ﺗﺴﻠﯿﻢ ﮐﻨﯿﺪ .ﮐﺎرﺑﺮان TTY
ﺑﺎﯾﺪ ﺑﺎ  711ﺗﻤﺎس ﺑﮕﯿﺮﻧﺪ.

$ԂՃՍՏԶՋԬՉՃՍՁՏՃՍՁՏՈՊԬՁԬԷՊԽԺՃՍԴՀՃՍՁՁԬՀՁԽԬՁԬԺՃՉՃՉՃՋԳԻԬԿԬՅԬՊԬՈԸԬՁՃՍԿԲԼՋ
ԺԬՋԶՏՁՋԶՁ
Մենք պարտավոր ենք հայտնել ձեզ պլանի նպաստների և ձեր իրավունքների մասին այն ձևով, որն ընկալելի է ձեզ
համար: Մենք պետք է տեղեկացնենք ձեզ ձեր իրավունքների մասին յուրաքանչյուր տարի, երբ դուք գտնվում եք մեր
պլանում:
Ձեզ համար ընկալելի եղանակով տեղեկությու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Մասնակիցների սպասարկման
բաժին: Մեր պլանում կան մասնագետներ, ովքեր կարող են պատասխանել հարցերին տարբեր լեզուներով:
Մեր պլանը կարող է նաև տրամադրել նյութեր իսպաներեն, հայերեն, կամբոջերեն, չինարեն, ֆարսի, կորեերեն,
ռուսերեն, թագալերեն, վիետնամերեն, արաբերեն լեզուներով և այնպիսի ձևաչափերով, ինչպիսիք են խոշոր
տառատեսակը, Բրեյլի տառատեսակը կամ աուդիո ձևաչափը։ Նյութերն անգլերենից բացի այլ լեզվով կամ
այլընտրանքային ձևաչափով այժմ և հետագայում ստանալու նպատակով մշտական դիմում ներկայացնելու
համար, խնդրում ենք դիմել Մասնակիցների սպասարկման բաժին՝ (855) 665-4627, TTY՝ 711,
երկուշաբթիից ուրբաթ 8:00-ից 20:00 տեղական ժամանակո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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Կարող եք խնդրել, որ մենք միշտ ձեզ տեղեկատվություն ուղարկենք ձեզ անհրաժեշտ լեզվով կամ ձևաչափով:
Դա կոչվում է մշտական պահանջ: Մենք կհետևենք ձեր մշտական պահանջին, այնպես որ ձեզ անհրաժեշտ
չլինի առանձին հայցեր ներկայացնել յուրաքանչյուր անգամ, երբ մենք ձեզ տեղեկատվություն ենք ուղարկում:
Այս փաստաթուղթը անգլերենից բացի այլ լեզվով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դիմեք Պետությանը հետևյալ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800) 541-5555, TTY՝ 711, երկուշաբթիից ուրբաթ 8:00-ից 17:00-ը տեղական
ժամանակով)՝ ձեր գրառումը նախընտրելի լեզվով թարմացնելու համար: Այս փաստաթուղթը այլընտրանքային
ձևաչափով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խնդրում ենք կապվել Մասնակիցների սպասարկման բաժնի հետ (855)
665-4627, TTY՝ 711, Երկուշաբթիից-ուրբաթ, 8:00-20:00 տեղական ժամանակով: Ներկայացուցիչը
կարող է օգնել ձեզ կատարել կամ փոխել մշտական պահանջը: Դուք կարող եք նաև կապ հաստատել ձեր
Գործի մենեջերի հետ՝ մշտական հարցումների համար օգնությու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Եթե լեզվի հետ կապված խնդիրների կամ հաշմանդամության պատճառով դժվարանում եք մեր պլանից տեղեկություն
ստանալ և ցանկանում եք բողոք ներկայացնել, զանգահարեք Medicare 1-800-MEDICARE (1-800-633-4227)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Դուք կարող եք զանգահարել շուրջօրյա, շաբաթը յոթ օր: TTY օգտվողները պետք է զանգահարեն
1-877-486-2048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Դուք կարող եք նաև բողոք ներկայացնել Medi-Cal-ին՝ զանգահարելով
Cal MediConnect Ombudsman-ին՝ 1-855-501-3077: TTY օգտվողները պետք է զանգահարեն 711:

% 뷉긍꺱뵙렚騽ꟾꡙꖁꧡꍌ꺕겺믅꺁ꨙ镭꼾꽅법鏉꺱귦벝껅鬁龚벱겹법
駑騶꺕꺕ꉱ
케어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는 회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케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 플랜의 회원으로서
회원님께는 당사 네트워크 내부에서 주치의(PCP)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
자는 당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제3장에서 어떤 유형의 제공자가 PCP 역할
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PCP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및 신규 환자를 받는 의사를 알아보려면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시거나 제
공자 및 약국 명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진료협력 문서 없이 여성 건강 전문의를 찾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진료협력 문서는 담
당 PCP가 아닌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PCP의 승인입니다.
회원님께는 합리적으로 타당한 시간 내에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로부터 혜택 대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의로부터 시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회원님께는 사전 승인 없이 응급 서비스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님께는 장시간의 지체 없이 당사 네트워크 소속 약국 중 아무 곳에서나 처방약을 조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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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는 언제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처음 당사 플랜에 가입하신 경우, 정해진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최장 12개월까지 현재 서비스 제
공자 및 서비스 허가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공자 유지 및 서비스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
용은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회원님은 담당 케어 팀, 케이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케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9장에는 회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시간 내에 서비스 또는 의약품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
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9장에는 회원님께서 회원님의 서비스 또는 의
약품에 대한 혜택 적용을 거부한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
습니다.

& 鍙꺵鎱鍒꽒ꐱ 3+, ꐱ뵵ꂹ깁벙騶꺕뎂껁
당사는 연방 및 주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원님의 개인 건강 정보(PHI)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원님의 PHI(보호받는 건강 정보)에는 회원님께서 본 플랜에 가입할 때 당사에 제출한 정보도 포함됩
니다. 회원님의 의료 기록 및 그 외 의료 및 건강 정보도 포함됩니다.
회원님께는 정보를 얻고 본인의 PHI가 사용되는 방법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회원님께
이러한 권리에 대해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며, 회원님의 PHI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통지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행 통지서”라고 합니다.

& 뷉긍騕꺕3+,ꐱ뵵ꍦꏒ
당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님의 기록을 보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는 회원님의 PHI를 회원님이 받는 케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 어떤 당사자에
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회원님의 서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
면 허가서는 회원님 본인, 또는 회원님을 대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먼저 회원님의 서면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 경우는 법에 따
라 허용 또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에는 당사의 케어 품질을 확인하는 정부 기관에 PHI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PHI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Medicare에 회원님의 PHI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Medicare가 연구 또는 기타 목적으
로 회원님의 PHI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는 연방 법규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 뷉긍騕阕駑ꐵ꺵꺕꺕ꀉ镭龚꺁붒꺵벝铉ꃩ錽껅꧲騅騡
회원님께는 본인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고 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님의 의
료 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는 당사에 본인의 의료 기록에 업데이트 또는 정정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회원님의 의료 케어 제공자와 협의해 해당 변경 사항의 필요 여부를 결
정하게 됩니다.
회원님께는 본인의 PHI가 다른 사람과 공유된 경우 그 사실 및 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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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PHI 보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원 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뷉긍꺕鍙꺵꽒ꐱ
뷉긍騕꺕鍙꺵꽒ꐱ駑끎귑벦騅騡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보호합니다. Molina는 회원님
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 및 공유합니다. Molina는 회원님의 정보가 이용 또
는 공유되는 방법에 대해 회원님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3+,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PHI는 회원 성명, 회원 번호, 인
종, 민족, 언어 요구 조건 또는 회원님의 신원을 파악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Molina는 당사가 회
원님의 PHI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회원님께서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0ROLQD錽뷉긍꺕3+,ꂹ꺱귦鵍駑鐲깝법駑꺱깝駑ꉱ괄꺵錽귑"
회원님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님의 의료비를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님께서 받는 의료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님이 선택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의료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에 따라 의무로 정해져 있거나 허용되는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해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하기 위
해서입니다.
0ROLQD錽뷉긍꺕3+,ꂹ꺱귦鵍駑鐲깝법镭깁벱뷉긍꺕ꡙꆱ꧶꺵 봅錽 꺁ꍘ겁겹법駑鏺귭駑공꽙꺵
錽귑"Molina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용도/목적으로 회원님의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하려면 회원님의 서
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뷉긍괍鏉駑곱鳡鍙꺵꽒ꐱꐱ뵵铉ꃩ錽껅韕귑"
본인의 PHI를 확인할 권리
본인의 PHI 사본을 받을 권리
본인의 PHI를 수정할 권리
특정 방법으로 본인의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하지 말도록 당사에 요청할 권리
당사가 본인의 PHI를 공유하고 있는 특정 개인 또는 장소의 목록을 받을 권리
0ROLQD駑뷉긍꺕3+,ꂹ곱鳸鏉ꐱ뵵법鐝껅韕귑"
Molina는 당사의 건강 플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PHI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 형
식, 구두 형식 또는 컴퓨터 저장 형식의 PHI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Molina가 PHI를 보호하는 몇 가지 방
법입니다.
Molina는 PHI 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Molina는 PHI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PHI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Molina 직원에 한해 PHI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olina 직원들은 PHI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Molina 직원은 반드시 PHI 보호 및 보안 유지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
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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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na는 PHI를 당사 컴퓨터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당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PHI는 방화
벽과 암호로 보안을 유지합니다.
ꏒ괍鱭ꂵ0ROLQD꺕ꉱ벪깽ꉱ괄꺵錽귑"
회원의 PHI를 비공개 상태로 유지합니다.
회원의 PHI에 대한 당사 의무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과 같은 정보를 서면 형식으로 회원
에게 제공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통지서 조항을 준수합니다.
ꐵ꺵꺕鍙꺵꽒ꐱꐱ뵵铉ꃩ錽ꐱ뵵ꍘ鐝껅냽ꇸ법騡鐝ꠚ錾魕駑鏺귭곱鳸鏉벱겹법韕귑"
Molina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보건복지부(DHHS)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회원님께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불만 제기는 회원님의 케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깁韱귦깽騥벙귑겺껂騅騡騶꺕鍙꺵꽒ꐱꐱ뵵鐽볆룲냽ꡙꂹꐱꨙꆱ騶錽뷉긍鰡꺕3+,ꂹ꺱
귦ꍌ鐲깝법駑ꍦꏒ괍鐽벱骑껍꡵벙韱귦꺱騱鏥껅꧲騅騡騶꺕鍙꺵꽒ꐱꐱ뵵鐽볆룲냽ꡙ駑ꐵ
뷉긍벵鰙꒾꺕騡꺉꡶ꢕ괍韕굽껅꧲騅騡騶긶꺱맵ZZZPROLQDKHDOWKFDUHFRP괍鬁韕굽껅꧲
騅騡鵍벙긑귑꺹a镅귑꺹굡꽁DPa굡븁SP 뵁냽ꨙ鍁 괍騶뷉긍ꡙꖁꧡ괍  
ꏅ깹龙괭麺법ꨙꆱ騶鍙꺵꽒ꐱꐱ뵵鐽볆룲냽ꡙꐵ꺁ꐱ韱鰙ꃺ騅騡77<꺱귦껍꺕鏺귭ꏅ깹
龙꽁붑벱뀹ꨪꨙ굡
鍙꺵꽒ꐱꐱ뵵鐽볆룲냽ꡙ
02/,1$+($/7+&$5(2)&$/,)251,$
ꐵ룲냽ꡙ괍駑뷉긍괍鐽벙꺕ꀉ꽒ꐱ錽곱鳸鏉귦ꍌ鐲鍙魝껅駑냽锵ꃩ鐝뷉긍ꐵ꺵꺱锵鼩벙
꽒ꐱ괍곱鳸鏉겞꡵ꧡ벝껅駑냽괍騽벙韱귦꺱騱鏥껅꧲騅騡껍꡵뻅꺺곱ꐱꨙ镭ꍑ黊騅騡
Molina Healthcare of California("0ROLQD+HDOWKFDUH", "0ROLQD", "꼽뺩" 또는 "騶")는 Molina Duals
Options의 회원으로서 회원님의 의료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회원님에 관한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이용 및 공유합니다. 당사는 치료, 비용 지급 및 의료 케어 운영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이용 및 공유합니
다. 또한 당사는 그 외에 법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 및 의무 사항으로 정해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이
용 및 공유합니다. 당사에는 회원의 건강 의료 정보를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본 통지서 약관을 따를 의
무가 있습니다. 본 통지서 발효일은 2014년 3월 1일입니다.
3+,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PHI는 회원의 이름, 회원 번호
또는 기타 식별자 등이 포함된 건강 의료 정보로, Molina가 이용 또는 공유합니다.
0ROLQD錽뷉긍꺕3+,ꂹ꺱귦鵍駑鐲깝법駑꺱깝駑ꉱ괄꺵錽귑"
당사는 회원에게 건강 의료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회원의 PHI를 이용 및 공유합니다. 회원의 PHI는
치료, 비용 지급 및 의료 케어 운영 목적으로 이용 또는 공유됩니다.
떕ꀉꇦ꼾
Molina는 회원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해드리기 위해 회원의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는 담당 의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제공자들 사이의 진료협력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
어, 당사는 회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전문의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문의가 담당 의
사와 회원님의 치료에 관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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ꖁ귦냽镆ꇦ꼾
Molina는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
구, 치료 승인, 의료적 필요에 대한 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 이름, 상태/질병, 치료 및 제공 용
품 등이 청구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의사에게 회원님께 당사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당사가 지급할 청구서 금액도 알릴 수 있습니다.
꺕ꀉ똽곱귱괾ꇦ꼾
Molina는 당사 의료 플랜 운영을 위해 회원님의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
의 혜택 청구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해 회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
습니다. 또한 회원 우려 사항 해결을 위해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해 올바로 지
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PHI가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케어 운영에는 매일 다양한 업무 상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한 필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품질 개선.
특정 질환(예: 천식)을 가진 회원님을 돕기 위한 의료 프로그램 상의 조치.
의료적 검토 실시 및 주선.
사기 및 권한 남용 감지 및 기소 프로그램 등 법무 서비스.
법규 준수를 위한 조치.
불만 및 고충 해결 등, 회원의 요구에 대한 대처.
당사는 당사의 의료 플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여타 기업(“뵎齢괂돱”)들과 회원의 PHI를 공유
합니다. 또한, 예약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PH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에게 다
른 치료, 또는 다른 의료 관련 혜택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PHI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0ROLQD錽뷉긍깹龙꒽롭ꡙꆱ꧶꺵 봅錽 꺁ꍘ냽겇鐝3+,ꂹ꺱귦鵍駑鐲깝벝껅駑鏺귭駑공꽙꺵錽
귑"
치료, 지급 및 의료 케어 운영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Molina는 다음을 포함해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
로 회원님의 PHI를 이용 및 공유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ꏒ괍鱭ꂵ꺕ꉱ벪
당사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원님의 정보를 이용 또는 공유하게 됩니다. 당사는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정하는 경우 회원님의 PHI를 공유하게 됩니다. 법원 사건 때문이거나 다른 법적 검토 때문일 수
도 있고, 또는 법 집행 목적에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鐲끎ꐱ鎱
회원의 PHI는 공중 보건 업무 목적을 위해 이용 또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 예방 또는 관리
를 위해 공중 보건 기관에 대한 협조도 포함됩니다.
꺕ꀉ똽곱鍍鬂
회원의 PHI는 정부 기관이 이용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감사 목적으로 회원님의 PHI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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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钩
회원의 PHI는 개인 정보 보호 또는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유될 수 있습니다.
ꏒ鵍駑볆꽒꽅덥
회원의 PHI는 법원 명령에 따르는 조치 등, 법적 절차 목적상 이용 또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ꏒ넎볆
회원님의 PHI는 용의자, 증인 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법 집행 목적으로 경찰이 이용 또는 공유할 수 있
습니다.
ꐱ鎱ꍌ겅꽁
회원님의 PHI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꽒꒽镭駢
회원님의 PHI는 특수 기능 목적 상 정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벖騽ꍦ떕鵍駑錽꽒묪齢뱹벱껍
회원님의 PHI는 특정인이 학대 또는 방치의 희생자라고 당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사법 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껩ꐱꟾ
회원님의 PHI는 산재 보상 법규 준수 목적 상 이용 또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镭럽鐲鍙
회원님의 PHI는 해당 업무 수행 목적을 위해 장의사 또는 검시관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0ROLQD錽뷉긍꺕3+,ꂹ꺱귦鵍駑鐲깝법镭깁벱뷉긍꺕ꡙꆱ꧶꺵 봅錽 꺁ꍘ겁겹鏺귭駑공꽙꺵錽귑"
Molina가 본 통지서에 열거되지 않은 용도/목적으로 회원님의 PHI를 이용 또는 공유하려면 회원님의 서
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Molina는 (1) 대부분의 심리 치료 필기 내용의 이용 및 공개, (2) 마케팅 용도의 이
용 및 공개, (3) PHI의 판매와 관련한 이용 및 공개의 경우 회원의 PHI를 공개하기 전에 회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 제공하신 서면 승인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실 경우 당사에 승인을 제공
하셨기 때문에 이미 취해진 조치에는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뷉긍괍鏉駑곱鳡鎱鍒꺕ꀉ꽒ꐱ铉ꃩ錽껅韕귑"
회원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꺱귦ꍌ鐲鍙 3+,鐲깝 꽙벙귑돪铉ꃩ
회원님은 당사에 치료, 비용 지불 또는 의료 케어 운영을 위해 본인의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친지 또는 그 외에 회원님의 의료 케어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개인과 회원
님의 PHI를 공유하지 말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는 그러한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
습니다.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Molina의 양식을 사용해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3+,굽꺕镭ꌽ괭麺귑돪铉ꃩ
회원님은 본인의 PHI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PHI를 특정 방식 또는 특정 장소에서 전달해 줄 것을
Molin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PHI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회원님의 생명에 위협이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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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합리적으로 타당한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서
면 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Molina의 양식을 사용해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ꐵ꺵3+,꺕鎽룝ꍌꐲ铉ꃩ
회원님께는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PHI를 검토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Molina
회원으로서 혜택 적용, 환급 청구 및 기타 결정에 사용되는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 형
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Molina의 양식을 사용해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당사는 기록 복사 및 우편
발송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습니다. 중요 참조 사항: 당사는 회원님의 전체 의료 기록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
님의 의료 기록을 열람, 복사 또는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또는 클리닉에 문의하십시오.
3+,꽒铉ꃩ
회원님은 당사에 본인의 PHI를 수정(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원으로서 회원님
에 관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만 포함됩니다.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Molina
의 양식을 사용해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당사가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
한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鐲鍙 3+,鐲깝 韱괪ꡙꂹꍘ꺁铉ꃩ
회원님은 요청일 기준으로 이전 6년 동안 당사가 본인의 PHI를 공유한 특정 당사자들의 목록을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유된 PHI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 비용 지불 또는 의료 케어 운영
본인들의 PHI와 관련해 해당 개인들에 제공
회원의 허락을 받고 실시한 공유
그 외에 해당 법규에 따라 허용 또는 정해진 이용 또는 공개에 따른 공유
국가 보안 또는 정보 목적을 위해 공개된 PHI
해당 법규에 따라 한정된 데이터셋의 일부로 공유된 PHI
회원님께서 12개월 기간 동안 2회 이상 이러한 목록을 요청하는 경우 각 목록당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
합니다.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Molina의 양식을 사용해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 중 어떤 요청이든 가능하며, 본 통지서의 종이 사본도 요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55) 665-4627,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비스로 전화해 주
시기 바랍니다. TTY 이용자의 경우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ꐵ꺵꺕铉ꃩ錽ꐱ뵵ꍘ鐝껅냽ꇸ법騡鐝ꠚ錾魕駑鏺귭곱鳸鏉벱겹법韕귑"
회원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Molina 및 보건복지부(HHS)에 불만
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셨다고 해서 당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
다. 회원님의 케어 및 혜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에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Molina Healthcare of California
Attention: Manager of Member Services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전화번호: (855) 665-4627,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 TTY 사용자는 711
미국 보건복지부(HHS)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실 경우 아래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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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 Centralized Case Management Operations
200 Independence Ave., S.W.
Suite 515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800) 368-1019; (800) 537-7697 (TTY),
(202) 619-3818 (팩스)
0ROLQD괍駑곱鳡꺕ꉱ錽껅韕귑"
Molina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님의 PHI를 비공개 상태로 유지합니다.
회원님의 PHI에 대한 당사 의무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과 같은 정보를 서면 형식으로 회
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원의 비보안 PHI에 일체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님께 통지해 알립니다.
보험 목적을 위해 회원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통지서의 약관을 준수합니다.
ꐵ룲냽ꡙ駑ꏽ鏺魝껅꧲騅騡
0ROLQD駑騶꽒ꐱ鐽齥鐽볆ꍌꐵ룲냽ꡙ겺鐽꺁ꨙ龙ꏽ鏺벝铉ꃩꂹꐱ깝벦騅騡ꏽ鏺법駑鏺귭
鍙꽒겺鐽ꍌ鐽볆깽騶錽ꐱ깝벙ꇥ鰝3+,괍꼾귦魦騅騡끎騽벙벪꺱ꏽ鏺魙鏺귭0ROLQD駑騶
꺵롭顴붅뫕꺱냽괍룲냽ꡙ鍙꽒ꐵ꺁鏉ꨙ법鐝騶꺕騡꺉ꏅ괭덥뷉긍 벱騶ꨙ꽍镭뀽 귭뫵ꉹꍙ
ꨙ룲냽ꡙ鍙꽒ꐵ鵍駑벱騶끎騽벙ꏽ鏺벪괍鐽벙꽒ꐱꍌ룲냽ꡙ鍙꽒ꐵ꺁붒꺵법駑ꍦꏒ겅韱ꂹ
鬖ꑆ벱ꍙ법鏉魦騅騡꺱駑騶긶꺱맵ZZZPROLQDKHDOWKFDUHFRPGXDOV괍韕굽껅꧲騅騡
괭麺돕꽒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Molina Healthcare of California
Attention: Manager of Member Services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90802
전화번호: (855) 665-4627.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 TTY 사용자는 711

' 뷉긍괍鏉騶뱉黙騶顡맵급랩꽙鐲껍ꍌ뷉긍꺕뵙렚騽ꟾꡙꖁꧡ괍
鐽벙꽒ꐱꂹ꽙鐲벝騶꺕꺕ꉱ
Molina Dual Options 회원으로서 회원님은 당사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 의료 플랜에 관한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
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또한, 스페인어, 아르메
니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 및/또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활자, 점자 또는 오디오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나 향후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서 또는 다른 형식의 문서를 요청하시려면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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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
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한 정보 중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 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플랜 선택 또는 변경 방법
플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재무 정보
당사에 대한 플랜 회원님들의 평가
회원님들의 이의 제기 건수
당사 플랜 탈퇴 방법
다음과 같은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및 네트워크 소속 약국 정보.
주치의 선택 또는 변경 방법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및 약국의 자격
당사가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의약품, 회원님이 따라야 하는 규정 정보: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의약품
회원 혜택 및 의약품에 적용되는 한도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의약품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
혜택 대상이 아닌 이유, 다음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혜택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한 서면 문의
당사 결정 변경
회원이 받은 청구서 대금 지불

( 顡맵급랩꽙鐲껍錽뷉긍괍鏉냾꽎돪钩꓅錽
당사 네트워크 소속 의사, 병원, 기타 제공자들은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 회원님께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자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해도 회원님께 청구할 수 없습니
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혜택 대상 서비스 비용을 회원님께 청구하려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7장을 참조하십시오.

) &DO0HGL&RQQHFW뱉黙꺁렅뤱벝铉ꃩ
회원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 아무도 당사 플랜을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께는 Original Medicare 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통해 본인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님은 처방약 플랜 또는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부터 Medicare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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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Advantage 또는 처방약 혜택 플랜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10장을 참조하십시오.
회원님의 Medi-Cal 혜택은 회원이 선택하는 Medi-Cal 관리형 케어 플랜을 통해 제공됩니다.

* ꐵ꺵꺕꺕ꀉ똽곱괍鐽벙鏭꽒꺁냾꽎韱ꃱ铉ꃩ
* ꐵ꺵꺕떕ꀉ굲ꢕ괍騽벱겉鐝꺕ꀉ똽곱괍鐽벙鏭꽒꺁냾꽎韱ꃱ铉ꃩ
회원님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담당 의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제공자들로부터 완전한 정보를 얻을 권리
가 있습니다. 제공자들에게는 회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원님의 질병/상태 및 치료 옵션을 설
명해야 합니다. 회원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ꐵ꺵꺕ꡝ렚铉괍騽벱겉铉ꃩ 회원님께는 모든 유형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
습니다.
깁봕귑괍騽벱겉铉ꃩ 회원님은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서비스나 치료가 연구 목적 실험의 일환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님
께는 실험적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덥鏩꺁ꍘ꺁铉ꃩ 회원님께는 치료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의사의 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겁騅귑ൈ麹鐝ꄍ벝铉ꃩ 회원님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 의사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기타 의료 시설을 나갈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을 중단
할 권리도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거나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당사 플랜에서 탈퇴 처리되
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약품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
원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꽙鐲껍錽똽곱ꂹ鎭꒽법駑꺱깝ꂹꡡꇂ벱騩麹鐝귑돪벝铉ꃩ 회원님께는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케어를 제공자가 거부하는 경우 당사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騶錽鎭꒽볅鎭韕ꐱ룲깽뵙렚騽ꟾ꺱겁騉ꡙꖁꧡ鵍駑꺕겺믅괍뵙렚꺁꼾귦벱끁鏀꺁귑돪벝
铉ꃩ 이를 혜택 적용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9장에 보시면 플랜에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
이 나와 있습니다.

* ꐵ꺵꺱ꧡꧡ龙꺕ꀉ똽곱鐽齥鏭꽒꺁韱ꃩ냽ꇸ법鏉魕駑鏺귭긍법駑ꍑꂹ곕镭벝铉ꃩ
회원님은 Molina Dual Options에 전화해 사전 지시에 관한 주 법규 및 사전 지시 법규 개정 내용과 관련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주 법규 개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90일 이내에 사전 지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Molina Dual Options 회원 서비스 무료 전화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
후 8 p.m.(현지 시간)에 (855) 665-46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청력 문제가 있
으신 분은 TTY: 711번으로 California 릴레이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일부 회원님의 경우 본인에 관한 의료 케어 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다
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서면 양식을 작성해 본인을 대신해 의료 케어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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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의 의료 케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서면 지시서를 작성해 담당 의사에게 주십시오.
지시 내용 전달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사전 지시서라고 합니다. 사전 지시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
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로 생전 유언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위임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지시서를 이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곎ꨚ꺁钩벦騅騡 양식은 담당 의사, 변호사, 법무 서비스 에이전시, 또는 사회복지사에게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HICAP 등 Medicare나 Medi-Cal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에도 사
전 지시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곎ꨚ꺁껎ꡮ벱ꡙꇂ벦騅騡 이 양식은 법적 문서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냽ꨙꡙ韱귦꺁겉겁겹법駑黉鰡괍鏉ꐵ꺁꽁騩벦騅騡양식 사본 1부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원님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 줄 사람으로 지명한 사람에게도 사본 1부를 전
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1부는 집에 보
관해 두십시오.
입원하실 예정이고 사전 지시서에 서명해두신 경우 ꐎ긍괍錽ꨡ鲉냽ꨙꡙꐵ꒽ꂹ錽꽵錽ꨪ
ꨙ굡
병원에서는 사전 지시서를 작성해 서명해두셨는지, 그리고 그 지시서를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
봅니다.
사전 지시서 양식에 서명하지 않으신 경우, 병원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서명할지 여부
를 여쭤봅니다.
사전 지시서 작성 여부는 회원님의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ꐵ꺵꺕냽ꨙ벪꺱꺱볆魕냽겇꺁鏺귭錽駢벙꾭떕
사전 지시서에 서명을 했는데 회원님 생각에 의사나 병원이 그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855-501-3077번으로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전화입니다.
TTY: 1-855-847-7914번. 이 번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
화하려면 특수 전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 'HSDUWPHQWRI+HDOWK&DUH6HUYLFHV
1501 Capitol Avenue
PO Box 997413
Sacramento, Ca 95814
Website: http://calduals.org/background/cci/archive/policy/cal-mediconnect-ombudsman/

+ 騶꺕鏭꽒괍騽벱꓅ꄉ꺁꽙镭법鐝鏭꽒ꏅꐲ꺁귑돪벝铉ꃩ
제9장을 보시면 회원님의 혜택 대상 서비스나 케어와 관련해 문제점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혜택 적용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혜택 적용 결정을
변경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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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는 다른 회원들이 당사 플랜에 대해 제기한 이의 및 불만 사항에 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여 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뷉긍騕꺱꒽騶벙騽귭ꂹꍘ鐝껅騡鐝駍鞹鎭韕ꐵ꺵꺕铉ꃩ괍騽벱껍꡵뻅겉鐝ꨳ깽鏺귭
딥벝껅駑꾭떕
회원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해당 경우가 11장에 열거된 이유에 따른 차
별과 관련되지 겇깽 경우 또는 회원님의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기관에 전화하
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
의료보험 카운슬링 및 권익 옹호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 Advocacy Program,
HICAP). 이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연락처는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 이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연락처는 제2장을 참조하십
시오.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하십시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Medicare 웹사이트 www.medicare.gov/
Pubs/pdf/11534-Medicare-Rights-and-Protections.pdf를 방문하여 “Medicare Rights &
Protections”(Medicare 권리 및 보호)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뱉黙뷉긍깹龙ꡙ꺕铉ꃩ
플랜의 회원으로서, 회원님에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이 있으시면 회원 서비스로 문의하십시오.

뷉긍벵鰙꒾꺁꺺鐝 혜택 대상이 무엇인지,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의약품을 이용하려면 어떤 규정
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회원님의 혜택 대상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및 제4장을 참조하십시오. 제3장, 제4
장을 보시면 혜택 적용 대상, 제외 대상, 따라야 하는 규정 및 본인 부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혜택 대상 의약품의 경우 제5장과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騡ꂵ꺕ꀉ鵍駑돕ꍦ겺뵙렚꺱껅깹ꆱ騶괍ꇥ鮍ꄍ갽벱뀹ꢑ겹벦騅騡.
당사는 반드시 회원님이 의료 케어를 받으실 때 본인의 모든 혜택 옵션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다른 혜택이 있으면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주십시오.
騱騶꺕ꍌ騡ꂵ꺕ꀉ똽곱꽙鐲껍鰡괍鏉 당사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
비스나 의약품을 이용하실 때는 항상 본인의 회원 ID 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 및 다른 의료 케어 제공자들이 회원님께 최선의 의료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鬁굽뀹
ꢑ겹벦騅騡.
의사와 제공자들에게 회원님 및 본인 건강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
님의 질병 상태에 관해 최대한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회원님과 담당 제공자들이 합의한 치
료 플랜과 지시 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다른 제공자들에게 회원님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빠짐없이 알려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처방약, 비처방약, 비타민제, 건강보충제 등이 포함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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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 보십시오. 담당 의사와 다른 제공자들에게는 회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시 물어 보십시오.
ꍭ齡ꨩ꺁錽냽ꨪꨙ굡 당사 회원은 모두 다른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사 진
료실, 병원, 다른 제공자 사무실에 가셨을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ꐵ꺵꒽騱꓁깽韦꒽법ꢑ겹벦騅騡 플랜 회원으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
다.
Medicare 파트 A 및 Medicare 파트 B 보험료. 대부분 Molina Dual Options 회원들의 경우,
Medi-Cal이 파트 A 보험료와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騶뱉黙꺕뵙렚騽ꟾ꺱겁騉ꡙꖁꧡ韕꺕겺믅꺁꺱귦법ꨙ駑鏺귭뷉긍騕꺱ꖁ귦꽁겞꺁꒽騱
법ꢑ겹벦騅騡
특정 서비스나 의약품이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당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의 제기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설명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꺱법ꨡ鏺귭겉齡뀹ꢑ겹벦騅騡 이사하실 경우 즉시 당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회원 서비스
에 전화하십시오.
꼽뺩ꡙꖁꧡ냽괪ꍓ깹龙꺱법ꨙ駑鏺귭꺱뱉黙깽鐁꺱귦법ꨡ괃꧲騅騡당사의 서비
스 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만 Molina Dual Option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 지역에
관한 안내는 제1장을 참조하십시오.
당사에 연락하시면 회원님께서 당사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해 드리겠
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 중에 Original Medicare로 바꾸시거나 새로 이사가신 곳에서 Medicare
의료 또는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신 지역에 당사가 플랜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하시게 되면 Medicare와 Medi-Cal에도 새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Medicare 및 Medi-Cal
전화번호는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騶ꡙꖁꧡ냽괪韱騡ꂵ鐰깹龙꺱법ꨙ骑麹鬁겉齡뀹ꢑ겹벦騅騡 당사는 회원님의 멤버
십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회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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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ꉵ꽙韕꓅ꄉ벪꺱껅駑鏺귭딥벝껅駑꾭떕 뵙렚꼾귦鏭꽒
꺱꺕꽙镭꓅ꄉ꽙镭
鍙
본 장에서는 회원님의 권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알아보려면 해
당 장을 참조하십시오.
회원님의 플랜과 관련해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플랜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플랜이 회원님의 케어에 관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혜택 대상 서비스가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목적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MSSP),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CBAS), 요양 시설(NF) 서비
스 등 장기 서비스 및 지원과 관련해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ꉵ꽙韕귭齡벪꺱껅깹ꨝ鏺귭꺱껢괍ꡙ뷉긍騕꺕ꟾ붦괍벱騶법駑꒽꓁ꄉ뫱ꐱꨙꆱ魦騅騡
본 장은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뷉긍騕꺕꺕ꀉꡙꖁꧡ韕껢镭ꡙꖁꧡꍌ냽긍鐹鐽齥벱ꉵ꽙錽껅깹ꨝ鏺귭
회원님께서는 담당 의사 및 기타 제공자들이 회원님의 케어 플랜의 일환으로 케어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의료 케어, 의약품, 장기 서비스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뷉긍騕꺕똽곱굽鐽齥벱ꉵ꽙錽껅
깹ꨝ鏺귭&DO0HGL&RQQHFW2PEXGV뱁龙锵黥괍ꏅ깹龙꽁붑벱鬁귽꺁귑돪법ꨪꨙ
굡 본 장에 각기 다른 문제점 및 불만 사항에 대해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지 나와 있지만, 언제든지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연락해 문제를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리소스와 이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경우, Ombudsman 프로그
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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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ꉵ꽙錽껅駑鏺귭딥벱겹벝꾭떕
본 장에서는 회원님의 플랜 또는 서비스나 비용 지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
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절차는 Medicare와 Medi-Cal의 승인을 받은 절차입니다. 각 절차에는 당사나 회
원님이 모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 단계 및 기한이 있습니다.

$ ꏒꂝ귦곱鐽齥ꉵ꽙
본 장에 나와 있는 일부 규정, 기한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법률 용어의 경우 더 쉬운 단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약어는 최대한 사
용을 자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충 제기” 대신 “불만 제기”라고 표현합니다.
“조직 판정”, “혜택 판정”, “위험 판정”, 또는 “혜택 적용 판정” 대신 “혜택 적용 결정”이라고 표현합
니다.
“신속 처리 판정” 대신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한 법률 용어를 알고 계시면 명확한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도 함께 씁니
다.

% 鬁귽꺁귑돪벝껅駑鐰
% 껍꡵벙꽒ꐱꍌ鬁귽꺁곸꺁껅駑鐰
문제 해결 절차를 시작하거나 계속 따라가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
나 기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DO0HGL&RQQHFW2PEXGV뱁龙锵黥괍ꡙ鬁귽꺁ꍘ깹ꨡ껅꧲騅騡
처음 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전화하십시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질문에 답해드리고 문제에 대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당사나 다른 보험 회사 또는 건강 플랜과는 관
계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연락하시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지 설명해드립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 전화번호는 1-855-501-3077번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Ombudsman 프로
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꺕ꀉꐱ봕떱귱ꧩꃾ铉꺲굶뵵뱁龙锵黥 +,&$3 괍ꡙ鬁귽꺁ꍘ깹ꨡ껅꧲騅騡
또한, 의료 보험 카운슬링-권익 옹호 프로그램(HICAP)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HICAP 카운셀러는 질문에
답해 드리고 문제에 대처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HICAP은 당사나 보험 회사
또는 건강 플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HICAP는 모든 카운티에 훈련받은 전문 상담사를 두고 있으
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HICAP 전화번호는 1-800-434-0222번입니다.
0HGLFDUH괍鬁귽귑돪법镭
Medicare에 직접 전화해 문제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re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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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1-877-486-2048번. 무료 전화입니다.
Medicare 웹사이트 www.medicare.gov를 방문하십시오.
&DOLIRUQLD뀹鐽ꃩ뵒꺕ꀉ똽곱꒽ 'HSDUWPHQWRI0DQDJHG+HDOWK&DUH'0+& 괍ꡙ鬁귽꺁ꍘ깹ꨡ
껅꧲騅騡
본 단락에서 “고충”이라는 용어는 Medi-Cal 서비스, 건강 플랜 또는 가입자의 제공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불만을 의미합니다.
California 주 DMHC는 의료 케어 서비스 플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회원님의 건강 플랜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연락하기 전에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
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담당 건강 플랜으로 연락해 회원님의 의료 플랜 고충 처리 절
차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귀하에게 부여된 잠재적인 법적 권
리 또는 구제책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긴급 사항과 관련된 불만 사항, 해당 건강 플랜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불만 사항, 또는 30일 이상 해결되지 않은 불만 사항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에는 당국으로 연락하십시오. 또한, 독립 의료 심사(IMR)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IMR를 요청할 수 있
는 경우, IMR에서는 제안된 서비스나 치료의 의학적인 필요성, 실험 또는 연구적 성격의 치료에 대한 보
장 결정, 응급 또는 긴급 의료 서비스 비용 분쟁과 관련된 건강 플랜의 의료 결정에 대해 공정하게 검토
하게 됩니다. DMHC에는 무료 전화  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TTY 전화
 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DMHC의 인터넷 웹사이트 ZZZGPKFFDJRY에 이의 제기 양
식, IMR 신청 양식 및 설명이 있습니다.
0HGL&DO괍鬁귽귑돪법镭
Cal MediConnect Ombudsman 프로그램에 직접 전화하여 Medi-Cal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55-501-3077번입니다.
믅넅鍙ꡝ镭钩 4XDOLW\,PSURYHPHQW2UJDQL]DWLRQ4,2 괍鬁귽귑돪법镭
Livanta(QIO)에 직접 전화해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ivanta에 문의하려면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입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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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렚鐹鐽齥벙ꉵ꽙
& ꐱ봕꼾귦鏭꽒ꍌ꺱꺕꽙镭鵍駑꓅ꄉ꽙镭꽅덥꺕귦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 장에서 회원님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래
차트를 참조해 본 장에서 회원님의 문제/불만 사항에 해당하는 섹션을 찾아보십시오.
ꐵ꺵꺕뵙렚꺱韕뵙렚꼾귦鐹鐽齥벙ꉵ꽙鵍駑귭齡벪껂騅閉"
(여기에는 특정 의료 케어, LTSS, 또는 처방약의 혜택 적용 여부, 혜택 적용 방식, 그리고 의료 케어 또
는 처방약 비용 지급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굅
혜택 또는
혜택 적용 관련 문제입니다.

겁騅귑
혜택 또는
혜택 적용 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ꢕ의135페이지의 േ뵙렚꼾귦鏭꽒ꍌ꺱꺕꽙 ꡶ꢕേ꓅ꄉ꽙镭ꍦꏒൈ(170페이지)으로 이동하
镭ൈ로 이동하십시오.
시면 됩니다.

' 뵙렚꼾귦鏭꽒ꍌ꺱꺕꽙镭
' 뵙렚꼾귦鏭꽒ꍌ꺱꺕꽙镭鍙귑
혜택 적용 결정 요청 및 이의 제기 절차는 회원님의 혜택 및 혜택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또
한, 비용 지급 문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원은 파트 D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Medicare 비용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뵙렚꼾귦鏭꽒꺱麽ꉱ괄꺵錽귑"
혜택 적용 결정은 회원의 혜택 및 혜택 적용, 또는 당사가 회원님의 의료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에 대
해 지급할 금액에 관한 당사의 최초 결정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회원님께 적용되는 혜택 및 당사가 부담
하는 비용을 결정할 때마다 혜택 적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원님 본인 또는 담당 의사가 특정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에 대해 Medicare 또는 Medi-Cal이 적용되
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의사가 해당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을 제공하기 전에 본인 또는
의사가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꺱꺕꽙镭麽"
이의 제기는 회원님께서 당사가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을 재검토 및 변
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회원님께서 원하는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또는 Medicare 또는 Medi-Cal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본인이나 담당 의사가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뵙렚꼾귦鏭꽒ꍌ꺱꺕꽙镭괍鬁귽귑돪법镭
뵙렚꼾귦鏭꽒꺱韕꺱꺕꽙镭굽鐽齥벱鬁귽꺁귑돪법齡ꆱ곱鱑괍괭麺벱겹법韕귑"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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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곳을 선택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뷉긍ꡙꖁꧡ로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DO0HGL&RQQHFW2PEXGV뱁龙锵黥에 전화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Cal MediConnect 가입자들의 서비스 또는 청구 관련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1-855-501-3077번입니다.
꺕ꀉꐱ봕떱귱ꧩꃾꍌ铉꺲굶뵵뱁龙锵黥 +HDOWK,QVXUDQFH&RXQVHOLQJDQG$GYRFDF\+,&$3
에 전화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HICAP는 독립 기관입니다. 이는 본 플랜과 관계가 없습니
다. 전화번호는 1-800-434-0222번입니다.
鐽ꃩ뵒꺕ꀉ똽곱꒽ '0+& 봩뱁롭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MHC는
건강 보험 규제 담당 기관입니다. DMHC는 Cal MediConnect 가입자들의 Medi-Cal 서비스 관련
이의 제기 신청 또는 청구 관련 문제를 도와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1-888-466-2219번입니다. 청각
장애인, 청력 문제가 있으신 분 또는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은 TTY 무료 전화번호(1-877-688-9891)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騱騶꺕鵍駑锵궵꽙鐲껍괍鏉 문의하십시오. 담당 의사 또는 기타 제공자는 회원을 대신해 혜
택 적용 결정이나 이의 제기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떙钩鵍駑錽꾮과 상의해 대리인 역할을 부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회원님의 “대리인”으로 지명
해, 대신 혜택 적용 결정에 대해 문의하거나 이의 제기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이 대리인을 맡았으면 하시는 경우,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대리인
임명(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www.cms.gov/Medicare/CMSForms/CMS-Forms/downloads/cms1696.pdf 또는 당사 웹사이트
www.MolinaHealthcare.com/Duals 에서도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
원님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에 서명해 반드시 당사에 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을 대리해 줄 ꏽ뵵ꂹ귑돪법ꨡ铉ꃩ도 있습니다. 회원님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거나
지역 변호사 협회 또는 다른 추천 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으셔도 됩니다. 자격을 충족하시는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 단체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 경우 대리인 임명(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888-804-3536번으로 연락하여 의료 소비자 연합(Health Consumer Alliance)에 법률 지원 변호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거나 이의 제기 신청을 위해 ꍕ鰙ꨙꏽ뵵錽벁귑벙鏀깽겁
騖騅騡.

' ꐵ껢꺕꡶ꢕ꺁붙귦법괩鬁귽곸镭
혜택 적용 결정과 이의 제기와 관련한 상황에는 네 가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규정과 기한
이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필요한 규정을 찾기 쉽도록 본 장은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ꐵ꺵꺕ꉵ꽙괍벱騶魕駑꡶ꢕꄉ鐥麹뫱ꐱꨙꆱ魦騅騡
뫕꺱냽꺕꡶ꢕ(를 보시면 서비스, 용품, 의약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파트 D 의약품은 겁騖騅騡).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섹션을 이용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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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의료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당사 플랜이 이 케어에 대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담당 의사가 내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용품 또는 의약품을 당사가 승인하지 않았고, 회원
님은 이 케어가 혜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뀹꺕벪그러한 의약품이 파트 D의 혜택이 적용되지 겇駑 의약품인 경우에 한해 섹션 E
를 참조하십시오. 의약품 목록이라고도 하는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 중 별표(*)가 있는 의약
품은 파트 D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파트 D 의약품 이의 제기의 경우 150페이지의 섹션
F를 참조하십시오.
혜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료 케어나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케어 비용을 당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혜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급했으며, 당사가 그 비용을 환급해
주었으면 하는 경우.
회원님이 받고 계신 케어에 대한 혜택이 감소 또는 중지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당
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뀹꺕벪 중지될 예정인 혜택이 병원 케어, 가정 의료 케어, 전문 요양 시설 케어, 또는 종
합 외래 환자 재활시설(CORF)인 경우 그러한 유형의 케어에는 특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
에 본 장의 다른 섹션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158 및 164페이지의 섹션 G와 H를 참조하십시오.
뫕꺱냽꺕꡶ꢕ)에 파트 D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섹션을 이용하십시오.
예외를 인정해 당사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트 D 의약품을 혜택 대상으로 변경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의약품 금액의 한도를 없애 달라고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요하는 의약품에 혜택 적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가 요청이나 예외 인정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회원님 본인이나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
는 당사가 승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미 구입한 처방약에 대해 당사가 비용을 지급했으면 하는 경우. (이는 비용 지급에 관한 혜택
적용 요청입니다.)
뫕꺱냽꺕꡶ꢕ*에서는 담당 의사가 너무 일찍 퇴원시킨다고 생각되는 경우, 혜택 적용 입원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병원에 입원 중인데 담당 의사가 너무 일찍 퇴원하라고 얘기하는 경우.
뫕꺱냽꺕꡶ꢕ+에는 가정 의료 케어, 전문 요양 시설 케어, 또는 종합 외래환자 재활시설(CORF)
서비스가 너무 일찍 종료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섹션을 이용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신 경우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
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1-855-501-3077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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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ꡙꖁꧡ귦믅ꍌ꺕겺믅 멉맵'꺕겺믅겁騕 鐽齥ꉵ꽙
( 꺱꡶ꢕ꺱벁귑벙鏺귭
이 섹션에서는 의료, 행동 건강 및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관련 혜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Medicare 파트 B 의약품을 포함하여 파트 D의 혜택이 적용되지 겇駑 의
약품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섹션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가 표시된 약품 목록의 약품은 파트
D의 혜택이 적용되지 겇꧲騅騡. 파트 D 약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섹션 F를 참고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드립니다.
1. 본인이 필요로 하지만 받고 있지 않은 의료, 행동 건강 또는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에 당사 혜택
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딥벝껅駑꾭떕당사에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 결정 요청에 관한 내용
은 138페이지의 섹션 E2를 참조하십시오.
2. 담당 의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케어를 당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승인했어야 한다고 생각되
는 경우.
딥벝껅駑꾭떕케어를 승인하지 않기로 한 당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에 관한 안내는 140페이지의 섹션 E3을 참조하십시오.
3. 플랜 혜택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서비스 또는 용품을 받았는데 당사에서 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딥벝껅駑꾭떕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당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에 관한 안내는 140페이지의 섹션 E3을 참조하십시오.
4. 혜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 또는 용품을 받고 비용을 지급했으며, 당사가 그 서비스 또는 용품
에 대해 비용을 환급해 주었으면 하는 경우.
딥벝껅駑꾭떕 당사에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에 환급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는
148페이지의 섹션 E5를 참조하십시오.
5. 회원님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당사가 축소 또는 중단하고, 회원님은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딥벝껅駑꾭떕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이라는 당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
기 신청에 관한 안내는 140페이지의 섹션 E3을 참조하십시오.
뀹꺕벪중지 대상 혜택이 병원 케어, 가정 의료 케어, 전문 요양 시설 케어, 또는 종합 외래 환자
재활시설(CORF) 서비스인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8 및 164페이지의 섹션 G
와 H를 참조하십시오.

( 뵙렚꼾귦鏭꽒귑돪
꺕ꀉ볆鬖鎱鍒鵍駑맶꽒껢镭ꡙꖁꧡ /766 ꍌ냽긍 0663&%$6鵍駑1)ꡙꖁꧡ 꺁ꍘ镭깁벙뵙
렚꼾귦ꡙꖁꧡ귑돪ꍦꏒ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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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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뵙렚꼾귦鏭꽒꺁귑돪법ꨙ齡ꆱ騶괍꽁붑귭뫵鵍駑멦ꧡ龙괭麺법ꨙ鎭韕騽ꃩ꺵鵍駑騱騶꺕괍
鏉騶괍鏭꽒꺁귑돪벱騩麹鐝꒽럾법ꨪꨙ굡
당사 전화번호: (855) 665-4627(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
당사 팩스 번호: (310) 507-6186번
당사 우편 번호: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뵙렚꼾귦鏭꽒꺁ꍘ깹齡ꆱ곹ꄅ韕鎵ꃩ韕귑"
회원님께서 요청한 후 당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면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요청이 아닌
한 결정을 내리는 데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소요됩니다.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요청인
경우 당사는 회원님의 요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당사가 달력일 기준 14
일(Medicare 파트 B 처방약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
다.
때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최대 달력일 기준 14일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알려 드립니다. 서한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
한 요청이라면 당사는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뵙렚꼾귦鏭꽒꺁骑ꖥꃩꍘ꺁껅韕귑"
굅. 건강 상태 때문에 더 빨리 응답이 필요하신 경우,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십시
오. 요청을 승인하면 당사는 72시간 이내(또는 Medicare 파트 B 처방약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혜택 적용 결정”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돕ꃩ鏭꽒”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 최대 달력일 기준 14일이 더 필요하다는 내
용의 서한을 보내 알려 드립니다. 서한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요청이라면 당사는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ꖝꂵ뵙렚꼾귦鏭꽒꺁귑돪법駑ꍦꏒ
전화 또는 팩스를 발송하여 원하는 치료에 대한 혜택 적용을 요청하십시오.
(855) 665-4627(TTY: 711에 전화하시거나 (310) 507-6186번으로 팩스를 보내 주십시오.
당사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담당 제공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속한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ꖝꂵ뵙렚꼾귦鏭꽒귑돪괍鐽벙错꽒깽騡꺉鐹鍖꧲騅騡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겁냾뷉긍騕阕ꡙꍘ냽겇깽똽곱鵍駑귦믅괍騽벱뵙렚꼾귦꺁귑돪법駑鏺귭괍벙벱 빠른 혜택 적
용 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케어/용품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한 요청인 경우 빠른 혜
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2. 꺹ꍕ꼾깹龙騩齢꺹镭뀽꺹꺱麹駑镭벙 鵍駑0HGLFDUH멉맵%돕ꍦ겺꺕鏺귭ꨙ鍁镭벙 꺱鎱
鍒괍끎騽벙벱ꂹ둅黕법鎭韕镭駢꺁ꟾ벝껅駑鲉괍ꄉ 신속한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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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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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가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동의 없이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당사에서 결정합니다.
회원님의 건강 상태가 빠른 혜택 적용 결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한을 보내 알려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일 기준 14일 기한(Medicare 파트 B 처방약의 경
우 72시간 기한)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한에는 담당 의사가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빠른 혜택 적용 결정 대신 일반 혜택 적용 결정을 적용하기로 한 당사의 결정에 대해 “빠
른 불만 제기”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빠른 불만 제기를 포함해 불만 제기
절차에 관한 설명은 170페이지의 섹션 10을 참조하십시오.
뵙렚꼾귦鏭꽒꺱鎭꒽꺵鏺귭곱鳸鏉겉껅韕귑"
답이 鎭꒽인 경우, 鎭꒽로 결정한 이유를 기재한 서한을 보내 드립니다.
당사에서 요청을 鎭꒽하는 경우, 회원님께는 이의 제기를 통해 그 결정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당사에 혜택 적용 거부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입니다.
이의 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이의 제기 절차의 단계 1을 진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 참조).

( 騥鐁ꡙꖁꧡ귦믅ꍌ꺕겺믅 멉맵'꺕겺믅겁騕 鐽齥꺱꺕꽙镭
꺱꺕꽙镭麽"
이의 제기는 회원님께서 당사가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을 재검토 및 변
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회원님 본인,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가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의 제기는 반드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Medi-Cal 서비스 플랜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경우 건강 문제가 긴급하거나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심한 통
증이 있고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www.dmhc.ca.gov 에서 DMHC에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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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절차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855-501-3077번으로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당사나 다른
보험 회사 또는 보험 플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騥鐁꺱꺕꽙镭麽"
1단계 이의 제기는 당사 플랜에 대한 첫 번째 이
의 제기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혜택 적용 결정을
검토해 보고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검
토자는 원래 혜택 적용 결정을 맡았던 사람이 아
닌 다른 사람이 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서면
으로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제9장: 문제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혜택
적용 결정, 이의 제기, 불만 제기)

귑겺騥鐁꺱꺕꽙镭ꨝ돪ꍦꏒ
회원님 본인, 담당 의사나 대리인은 서면 요청서
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
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
니다.

검토 완료 후 해당 서비스나 용품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 드리는 경우, 케이스는 2단계
이의 제기로 넘어갑니다.
騥鐁꺱꺕꽙镭駑곱鳸鏉법韕귑"
이의 제기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회원님
본인,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 또는
대리인이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
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騩齢꺹镭뀽
꺹꺱韱괍 이의 제기를 신청하셔야 합
니다. 합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치신 경우,
기한 이후에도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
니다(169페이지 참조).
회원님이 현재 받고 계신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것이라는 당사의 통지 때문
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 이의 제기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려면 꺱꺕꽙镭镭벙꺱骑네꧲騅
騡(169페이지 참조).
회원님의 이의에 적용되는 기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려면 본 섹션을 계속 읽
어 주십시오.

“일반 이의 제기” 또는 “빠른 이의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이의 제기든 빠른 이의 제기든, 당사에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해 이의 제기를 신청해 주셔야 합
니다.
서면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PO Box 22816, Long Beach, CA 90802
온라인 신청서는 Medicare.appealsandgrievances@molinahealthcare.com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
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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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이의 제기”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돕ꃩ껩鐝”입니다.
이의 제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접수 완료를 확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騡ꂵ黉꺱騽ꨝ벱ꡙ꺱꺕꽙镭ꨝ돪꺁벱끁껅韕귑"
굅. 담당 의사나 다른 제공자가 대신 이의 제기 신청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나 다른 제
공자가 아닌 사람도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지만, 먼저 회원님 본인이 대리인 임명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원님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대리인 임명 양식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요청하시거나 www.cms.gov/Medicare/CMSForms/CMS-Forms/downloads/cms1696.pdf 또는 당사 웹사이트 www.MolinaHealthcare.com/Duals 에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뷉긍ꐵ꺵騱騶꺕鵍駑騡ꂵ꽙鐲껍錽겁騉騡ꂵ黉꺱꺱꺕ꂹ꽙镭법駑鏺귭 당사는 해당 이의 제
기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 완료된 대리인 임명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꺱꺕ꂹ꽙镭벝껅駑镭鍁깽공꽙閉냽꺵錽귑"
당사의 결정 내용 통보 서한이 발송된 날로부터 騩齢꺹镭뀽꺹꺱韱괍 이의 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
다.
기한을 놓치셨는데 놓친 데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기한을 연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
유의 예로는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당사가 이의 제기 신청 기한을 잘못 알려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를 제기할 때 이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뀹꺕벪 회원님이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것이라는 당사의 통지 때문에 이의를 제
기하시는 경우, 이의 제기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려면 꺱꺕꽙镭镭벙꺱骑네
꧲騅騡. 자세한 내용은 164페이지의 “1단계 이의 제기 기간 중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
시오.
韱똽꺱ꧡ멉꺹ꐵ꺁ꍘ꺁껅韕귑"
굅. 사본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騱騶꺕錽韱꺱꺕꽙镭ꨝ돪괍鐽벙듑錽꽒ꐱꂹ꽙듙벝껅韕귑"
굅. 회원님 본인과 담당 의사는 이의 제기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騶괍ꡙ꺱꺕꽙镭괍騽벙鏭꽒꺁곱鳸鏉韱ꃩ韕귑"
의료 케어 혜택 적용에 대한 회원님의 요청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회
원의 요청에 대해 鎭꒽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규정을 충실히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검토자는 원래 결정
을 맡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회원님 본인이나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꺹ꍕൈ꺱꺕꽙镭鏭꽒꺕鏺귭공꽙鏭鐹ꂹ鰠鏉魕韕귑"
당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회원님께 결정을 통보해 드려야 합니다. 회원님의 건강 상태상
필요한 경우 더 일찍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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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또는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
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관한 응답을 드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Medicare 서비스 또는 용품의 혜택 적용과 관련한 사안인 경우 해당 케이스는 자동으로 이의 제기
2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Medi-Cal 서비스나 용품의 보장에
관한 사안인 경우, 직접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단계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144페이지의 섹션 E4를 참조하십시오.
요청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騶꺎騲꺱꧶韖꺵鏺귭 당사는 반드시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
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또는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혜택을 승인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Medicare 서비스 또
는 용품의 보장에 관한 사안인 경우, 2단계 이의 제기를 위해 해당 케이스를 독립 심사 기관으로 보냈다
고 서한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Medi-Cal 서비스나 용품의 보장에 관한 사안인 경우, 서한을 통해 회원님
께서 직접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2단계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44페이지의 섹션 E4를 참조하십시오.
േꖝꂵൈ꺱꺕꽙镭鏭꽒꺕鏺귭공꽙鏭鐹ꂹ鰠鏉魕韕귑"
빠른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당사의 응답을 드리게
됩니다. 회원님의 건강 상태상 필요한 경우, 더 일찍 응답해 드립니다.
당사에서 72시간 이내에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관한 응답을 드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Medicare 서비스 또는 용품의 보장과 관련한 사안인 경우 해당 케이스는 자동으로 이의 제기 2단
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Medi-Cal 서비스나 용품의 보장에 관한 사안인 경우, 직접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단계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44페이지의 섹션 E4를 참조하십시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꧶韖꺵鏺귭, 당사는 반드시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혜택을 허가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Medicare 서비스 또
는 용품의 보장에 관한 사안인 경우, 2단계 이의 제기를 위해 해당 케이스를 독립 심사 기관으로 보냈다
고 서한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Medi-Cal 서비스나 용품의 보장에 관한 사안인 경우, 서한을 통해 회원님
께서 직접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2단계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44페이지의 섹션 E4를 참조하십시오.
騥鐁꺱꺕꽙镭镭鍁괍뵙렚꺁鐁ꍘ꺁껅韕귑"
당사에서 이전에 승인한 서비스나 품목에 대한 보장을 변경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조치를 취하
기 전에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1단계 이의를 제기하고 당사에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한 혜택을 계속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騡꺉끎韕
끎괍굡駑韝넙꺱꽁괍귑돪을 마쳐야 합니다.
당사 조치 통지서 우편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해당 조치의 발효 예정일.
이 기한을 지키시면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문제의 서비스 또는 용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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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騥鐁ꡙꖁꧡ귦믅ꍌ꺕겺믅 멉맵'꺕겺믅겁騕 鐽齥꺱꺕꽙镭
騥鐁괍ꡙ뱉黙꺱꺱꺕꽙镭ꂹ鎭꒽법駑鏺귭곱鳸鏉魕韕귑"
1단계 이의 제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당사에서 鎭꒽ 결정을 내리는 경우, 서한을 통해 알려드립
니다. 서한을 통해 해당 서비스 또는 용품이 보통 Medicare 또는 Medi-Cal의 혜택 대상인지 여부
를 말씀 드립니다.
Medicare 서비스 또는 용품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1단계 이의 제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이의 제기 절차 2단계로 넘어갑니다.
Medi-Cal 서비스나 용품에 관한 사안인 경우, 회원님이 직접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
니다. 서한을 통해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정보도 참고하십시오.
騥鐁꺱꺕꽙镭麽"
2단계 이의 제기는 두 번째 이의 제기를 말하며, 당사의 플랜과 무관한 독립 단체가 실시합니다.
0HGL&DOꡙꖁꧡ韕귦믅鐽齥겅껂騅騡騥鐁꺱꺕꽙镭駑곱鳸鏉법韕귑"
Medi-Cal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2단계 이의 제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제기
또는 독립 의료 심사 또는 (2) 주 정부 심리.
 鬂ꃺ꺕ꀉꨩ
캘리포니아주 DMHC(관리형 의료케어부)의 헬프 센터에서 실시하는 IMR(독립 의료 심사)을 요청하거
나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DMHC는 당사의 결정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IMR은 Medi-Cal의 혜택을 받는 서비스 또는 의료적 성격의 항목에 대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IMR은 당
사 플랜 소속이 아니거나 DMHC의 소속이 아닌 의사들이 사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IMR 결정이 회원
님께 유리하게 내려지는 경우 당사는 반드시 회원님이 요청한 서비스 또는 용품을 회원님께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IMR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 플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회원님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IMR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랜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함에 따라 Medi-Cal 서비스 또는 치료(IHSS 제
외)를 거부, 변경 또는 지연하는 경우.
심각한 의료적 질환을 위한 실험적 또는 조사적 성격을 갖는 Medi-Cal 치료에 대해 혜택을 적용하
지 않는 경우.
회원님이 이미 받은 응급 또는 긴급 Medi-Cal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해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 또는 빠른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해 72시간 이
내에 Medi-Cal 서비스에 대한 1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뀹꺕벪 담당 제공자가 회원님을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사가 대리인 임명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회원님은 DMHC에 2단계 IMR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에 이의를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IMR 및 주 정부 심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주 정부 심리를 거치신 경우에는 신
청하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IMR을 요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단계 이의 제기 절
차에 관한 안내는 1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DMHC에 불만을 제
기하거나 DMHC 헬프 센터에 IMR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험적이거나 조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치료가 거부된 경우, IMR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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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안이고 회원님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경우 먼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DMHC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당사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鍙긑꺱韱괍,05꺁ꨝ돪해야
합니다. DMHC는 회원님이 6개월 동안 IMR에 요청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거나 IMR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IMR를 요청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의료 심사 신청 양식 및 불만 제기 양식을 www.dmhc.ca.gov/fileacomplaint/
submitanindependentmedicalreviewcomplaintform.aspx 에서 작성하시거나 DMHC 헬프 센터에
1-888-466-2219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688-9891번으로 전화하십시
오.
가지고 계신 경우, 당사가 거부한 서비스 또는 용품 관련 서한 또는 관련 문서 사본을 첨부하십시
오. 그렇게 하면 IMR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헬프 센터에서는 서류를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IMR 신청을 다른 사람이 도와 드리고 있는 경우, 지정 도우미 양식(Authorize Assistant Form)을
작성하십시오. www.dmhc.ca.gov/FileaComplaint/IndependentMedicalReviewComplaintForms.
aspx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1-888-466-2219번으로 DMHC 헬프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TTY 사용자는 1-877-688-989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양식과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Help Center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980 Ninth Street, Suite 500
Sacramento, CA 95814-2725
팩스: 916-255-5241
IMR을 받을 자격이 되시면 DMHC에서 회원님의 케이스를 검토한 후 달력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IMR
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플랜으로부터 신청서와 지원 서류가 접수된 후,
IMR 결정은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
준 45일 이내에 IMR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님의 케이스가 긴급한 경우에 속하고 IMR을 받을 자격이 되시면, DMHC에서 회원님의 케이스를 검
토한 후 2일 이내에 IMR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플랜으로부터 신청서와 지
원 서류가 접수된 후, IMR 결정은 달력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IMR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IMR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주 정
부 심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MHC가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담당 의사로부터 필요한 모든 의료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 IMR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건강 플랜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의사를 만나는 경우, 해당 의사로부터
의료 기록을 받아서 당사에 보내 주셔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사로부터 회원님의 의료 기록 사
본을 받으려면, 회원님의 건강 플랜이 필요합니다.
DMHC에서 회원님의 케이스가 IMR 자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DMHC는 일반 고객 불
만 제기 절차를 통해 해당 케이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
일 이내에 불만 사항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불만인 경우 더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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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뀹꽒꒽ꨩꃩ 6WDWH+HDULQJ
Medi-Cal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해 언제든지 주 정부 심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는 서비스나 용품을 요청하거나, 당사가 회원님께서 이미 받은
서비스나 용품에 대해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회원님의 1단계 이의 제기를 거부한 경우,
회원님께는 주 정부 심리를 신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의 심리 권리”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꺹꺱韱괍뀹꽒꒽ꨩꃩꂹꨝ돪하시면 됩니
다.
뀹꺕벪 회원님이 현재 받는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것이라는 당사의 통지 때문에 주 정부 심리를
요청하시는 경우, 주 정부 심리가 계류 중인 때에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려면 귑돪꽙듙镭벙꺱骑
네꧲騅騡. 자세한 내용은 166페이지의 “2단계 이의 제기 기간 중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
십시오.
주 정부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조치 통지서 뒷면에 나와 있는 “주 정부 심리 요청서”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정식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당 조치를 취한 플랜이나 카운티 이름, 관련 보조 프로그램, 심리를 원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요청
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지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카운티 복지부(welfare department)에 보냅니다.
California 주 사회복지부(DSS)로 보냅니다.
State Hearings Division
P.O. Box 944243, Mail Station 9-17-37
Sacramento, California 94244-2430
주정부심리국(State Hearings Division)에 916-651-5210번 또는 916-651-2789번으로 팩스를 전
송합니다.
2. California 사회복지부에 1-800-952-5253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TTY 사용자는 1-800-952-834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로 주 정부 심리를 요청하시는 경우 통화 중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0HGLFDUHꡙꖁꧡ鵍駑귦믅鐽齥겅껂騅騡騥鐁꺱꺕꽙镭괍ꡙ駑곱鳡꺹꺱넁볆魕韕귑"
독립 심사 기관(IRE)이 1단계 의사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
다.
2단계 이의 제기를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의 (부분 또는 전체) 거부 사안은 모두 자동적
으로 IRE에 보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IRE는 Medicare에서 고용하며 본 플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파일 사본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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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는 2단계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또는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회원님께 결정을 통보해 드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회원님께서 의료 서비스나 용품을 받기 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IRE가 회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달력일 기준으로 최
대 14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IRE가 결정하는 데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서한으로 알려드
립니다.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이의 제기인 경우 당사는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단계의 "빠른 이의 제기"를 신청하신 경우 자동으로 2단계의 빠른 이의 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IRE는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IRE가 회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달력일 기준으로 최
대 14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IRE가 결정하는 데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서한으로 알려드
립니다.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이의 제기인 경우 당사는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騥鐁꺱꺕꽙镭镭鍁괍뵙렚꺁鐁ꍘ꺁껅韕귑"
Medicare의 혜택 대상인 서비스 또는 용품에 관한 사안인 경우, 혜택이 해당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해
독립 심사 기관(IRE)에 의한 2단계 이의 제기 과정 중에 계속 유지되지 겇꧲騅騡.
Medi-Cal의 혜택 대상인 서비스 또는 용품에 관한 사안이고 주 정부 심리를 신청하시는 경우, 그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한 Medi-Cal 혜택은 심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유지하
려면 騡꺉韝넙끎韕끎괍굡駑韝넙꺱꽁괍 심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혜택 결정(1단계 이의 제기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한 우편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해당 조치의 발효 예정일.
이 기한을 지키시면 심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제의 서비스 또는 용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鏭꽒꺱韱齡냽ꆱ곱鳸鏉겉껅韕귑"
2단계 이의 제기가 IMR(독립 의료 심사)인 경우, 관리형 의료케어부(DMHC)에서 해당 케이스를 검토한
의사가 내린 결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 드립니다.
IMR의 결정이 회원님께서 요청한 내용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꧶韖인 경우, 당사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IMR의 결정이 회원님께서 요청한 내용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鎭꒽인 경우, 1단계 결정에 동의한
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정부 심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심리 요청에 대한 내용은 16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이의 제기가 주 정부 심리인 경우, California 주 사회복지부(DSS)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주 정부 공정 결정이 본인이 요청한 내용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꧶韖인 경우, 당사는 반드시 그 결
정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그러한 결정 통지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 정부 심리 결정이 회원님께서 요청한 내용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鎭꒽인 경우, 1단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원님이 현재 받는 미결 상태 지급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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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의 제기가 Medicare 독립 심사 기관(IRE)으로 넘어간 경우, IMR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IRE가 회원님의 일반 이의 제기 내용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꧶韖한 경우, 당사는 그러한 IRE의 결
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의료 케어를 허가하거나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 또는 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빠른 이의 제기의 경우 당사는 IRE의 결정을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의료 케어 보장을 승인하거나 서비스 또는 용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Medicare 파트 B 처방약에 대한 일반 이의 제기에서 요청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IRE 응
답이 ꧶韖인 경우 당사는 반드시 IRE의 결정을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Medicare 파트 B 처방약을
승인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빠른 이의 제기의 경우 당사는 IRE의 결정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Medicare 파트 B 처방약을 승인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IRE 결정이 회원님이 요청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鎭꒽인 경우 1단계 결정에 동의한다
는 의미입니다. 이를 “결정 지지”라고 합니다. 또는 “회원의 이의 제기 기각”이라고도 합니다.
귑돪벪꽁돱鵍駑꒽꓁괍騽벱鎭꒽鏭꽒꺱韱齡넁鏺귭騡ꨙ꺱꺕ꂹ꽙镭벝껅韕귑"
2단계 이의 제기가 독립 의료 심사(IMR)였던 경우, 주 정부 심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심리
요청에 대한 내용은 16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이의 제기가 주 정부 심리였던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급 법원(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 제
1094.5조에 따라)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주 정부 심리 거부 결정에 대해 사법 심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주 정부 심리를 거치신 경우, IMR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단계 이의 제기가 Medicare 독립 심사 기관(IRE)으로 넘어갔던 경우, 회원님께서 원하는 서비스 또는
용품의 달러 금액 가치가 정해진 최소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시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IRE로부터 받는 서신에 보시면 회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의 제기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9페이지의 섹션 I를 참조하십시오.

( 냽镆鐽齥ꉵ꽙
당사에서는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들이 혜택 대상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해 회원님께 비용을 청구하
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에서 제공자에게 제공자가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해 청구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님은 청구서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
다.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해 청구서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청구서를 당사에 보내 주십시오. 냾꽎
騽镅꺁韦껂법ꨙꆱ겅魦騅騡당사에서 해당 제공자에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7장: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의약품에 대해 회원이 받은 청구서 대금 지급 요청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제7장에 보시면 제공자로부터 받으신 청구서 대금 환급을 요청하거나 납입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나와 있
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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韱錽騽镅꺁냽镆벙ꡙꖁꧡ韕귦믅괍騽벱붕镆꺁귑돪벝껅韕귑"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해 청구서를 받으시더라도 대금을 본인이 지급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서비스 및 용품을 받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환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바로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당사는 회원님께서 비용을
지급하신 서비스 또는 용품이 혜택 대상 서비스 또는 용품인지 확인하고, 회원님께서 혜택 이용과 관련
해 모든 규정을 따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용을 지급하신 서비스 또는 용품이 혜택 대상이고 모든 규정을 따르신 경우, 환급 요청 접수일
로부터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담당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 또는 용품 비용을 환급해 드립니
다. 이후 담당 제공자는 회원님께 환급해 드립니다.
아직 해당 서비스나 용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당사가 제공자에게 직접 대금을 보냅니다.
대금을 보낸다는 것은 회원님의 혜택 적용 결정 요청을 ꧶韖한다는 의미입니다.
혜택 대상이 아닌 서비스 또는 용품이거나 회원님께서 모든 규정을 따르지 않으신 경우, 당사는
해당 서비스나 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드립니
다.
騶괍ꡙꖁ귦꺁냽镆법냽겇鏝騡鐝곕镭법駑鏺귭곱鳸鏉魕韕귑"
당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꺱꺕꽙镭ꂹꨝ돪법ꨡ껅꧲騅騡. 140페이지의 섹션 E3에 나와
있는 이의 제기 신청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지시에 따를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환급을 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 당사는 반드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드려야 합니다.
이미 받으셨고 비용을 회원님께서 납입하신 서비스 또는 용품 비용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빠른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해 당사가 鎭꒽ 결정을 내리고 해당 서비스나 용품이 보통 Medicare 혜택 대상인 경우,
당사에서 해당 사안을 자동적으로 독립 심사 기관(IRE)에 넘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당사에서 서한을 통
해 알려드립니다.
IRE가 당사 결정을 뒤집고 당사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당사는 반드시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당 회원 또는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계 2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 과정에서 ꧶韖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당사는 반드시 달력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요청했던 대금을 회원님 본인 또는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IRE가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리는 경우, 회원님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당사 결
정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결정 지지”라고 합니다. 또는 “회원의 이의 제기 기각”이라고
도 합니다.) IRE로부터 받는 서신에 보시면 회원님의 추가적인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한 설명이 나
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나 용품의 달러 금액 가치가 정해진 최소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시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의 제기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9
페이지의 섹션 I를 참조하십시오.
당사가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리고, 해당 서비스 또는 용품이 보통 Medi-Cal 혜택 대상인
경우, 본인이 2단계 이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44페이지의 섹션 E4 참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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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멉맵'꺕겺믅
) 멉맵'꺕겺믅꺁ꍘ駑骭ꉵ꽙錽껅鎭韕멉맵'꺕겺믅괍騽벙ꖁ귦꺁騶龙꒽롭붕镆ꍘ
駑骭곱齡귽꺱껅駑鏺귭딥벱겹벝꾭떕
당사 플랜의 회원으로서 회원님께서 받는 혜택에는 여러 처방약에 대한 혜택 적용이 포함됩니다. 이러
한 의약품 대부분은 “파트 D 의약품”입니다. Medicare 파트 D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Medi-Cal 혜택 대상
인 의약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ꐵ꡶ꢕ깽멉맵'꺕겺믅꺱꺕꽙镭괍ꄉ꼾귦魦騅騡
의약품 목록에는 일부 별표(*)가 표시된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약품은 파트 D 의약품이 겁騖騅
騡. 별표(*) 가 있는 의약품에 관한 이의 제기나 혜택 적용 결정은 138페이지 섹션 E의 절차를 따릅니다.
멉맵'돕ꍦ겺괍騽벱뵙렚꼾귦鏭꽒꺁귑돪법鎭韕꺱꺕꽙镭ꨝ돪꺁벝껅韕귑"
굅.
파트 D 의약품과 관련해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는 혜택 적용 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 다음과 같은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플랜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트 D 의약품에 대해 혜택 적용을 요청
특정 의약품에 대한 플랜의 혜택 적용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받을 수 있는 의약품
의 양에 대한 한도 등)
특정 의약품에 혜택이 적용되는지 당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의약품
이 플랜의 의약품 목록에 있지만 혜택을 적용하기 전에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
뀹꺕벪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 당사에 연락해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혜택 적용 결정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뵙렚꼾귦鏭꽒”입니다.
이미 구입한 처방약에 대해 당사가 비용을 지급했으면 하는 경우. 이는 비용 지급에 관한 혜택 적
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사가 내린 혜택 적용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섹션
에서는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 ꍌ 이의 제기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차트를 이용하면 회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 섹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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騡꺉ꟾ붦끎곱鱑괍벱騶魕ꨪ騅閉"
당사 의약품 목록에 없는
의약품이 필요하십니까, 아
니면 당사 혜택 대상인 의
약품에 대한 규정 또는 제
한 사항을 철회해 주었으면
하십니까?

당사 의약품 목록에 있
는 의약품에 혜택을 적
용해 주었으면 하시고,
회원님께서 필요하신 의
약품에 대한 플랜 규정
이나 제한 사항(사전 승
인 받기 등)을 충족한다
고 보십니까?

이미 받았고 비용도
지급한 의약품에 대
해 당사에 비용 환급
을 요청하고자 하십
니까?

당사에서 이미 회원님이
혜택 적용 또는 비용 지급
을 원하는 방식으로 혜택
을 적용하거나 비용을 지
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
정을 통보받으셨습니까?

뵙렚꼾귦鏭꽒꺁귑돪 騶괍붕镆꺁귑돪
법ꨡ껅꧲騅騡
법ꨡ껅꧲騅騡
(이것은 일종의 혜택
153페이지 ꡶ꢕ)로 가
적용 결정입니다.)
시면 됩니다.
151페이지 ꡶ꢕ)부터 보
153페이지 ꡶ꢕ)로
시면 됩니다. 152 및 153페이
가시면 됩니다.
지의 섹션 F3과 F4도 참조
하십시오.

뷉긍騕阕駑꺱꺕꽙镭铉
ꃩ錽껅꧲騅騡
(이는 당사에 결정 번복을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騶괍굅궵꺵꽒ꨝ돪꺁
법ꨡ껅꧲騅騡
(이것은 일종의 혜택 적용
결정입니다.)

155페이지 ꡶ꢕ)로 가시
면 됩니다.

) 굅궵꺵꽒귑돪꺱麽
예외란 정상적으로는 당사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혜택 적용을 받거나 해
당 의약품을 정해진 규정 및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의미합니다. 특정 의약품이 당사의 의약품
목록에 없거나 원하시는 방식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을 요청하실 때는, 담당 의사나 다른 처방자가 예외 인정이 필요한 의료적 이유를 설명해야 합
니다.
다음은 회원 본인,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가 당사에 요청할 수 있는 예외의 예입니다.
1. 당사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혜택 적용.
의약품에 대해 회원님이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coinsurance) 금액에 대
한 예외 인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혜택 적용에 대한 제한 사항 철회. 의약품 목록에 있는 특정 의약품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 또는 제
한 사항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의약품 혜택 적용에 대한 추가 규정 및 제한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브랜드 제품 대신 그 약의 무상표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당사가 그 약에 대한 혜택 적용에 동의하기 전에 플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이를 “사
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요청하시는 의약품에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른 의약품을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규정. (이를 “단계적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수량 제한. 일부 의약품의 경우 회원님께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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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 혜택 적용에 대한 제한 사항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ꏒꂝ귦곱는 “돕ꍦ넎굅궵”입니
다.

) 굅궵꺵꽒귑돪괍鐽벱겉鐝껅곱겹벝끎귑벪
騱騶꺕鵍駑騡ꂵ돕ꍦ껍錽ꍕ鰙ꨙ꺕ꀉ꼾깝ꂹ곕镭벱뀹곱겹벦騅騡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가 반드시 당사에 예외 인정 요청을 하는 의료적 사유를 기술한 진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 예외 인정을 요청할 때 미리 담당 의사나 다른 처방자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
두었다가 함께 제출해 주는 경우 예외 인정에 대한 당사 결정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당사의 의약품 목록에는 특정 질환 치료약으로 여러 가지 의약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
약품을 “대안”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대안 의약품이 회원이 요청하는 의약품과 약효가 같고, 부작용을
더 많이 유발하거나 다른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일반적으로 예외 인정 요청을 승인
하지 않습니다.
騶駑굅궵꺵꽒귑돪꺁꧶韖鵍駑鎭꒽법鏉魦騅騡
예외 인정 요청을 ꧶韖하는 경우, 예외 인정은 해당 달력 연도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담당 의사가
계속해서 그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이 계속해서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 그때까지 유효합니
다.
예외 인정 요청을 鎭꒽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해 당사 결정 재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55
페이지 섹션 F5에 鎭꒽로 결정이 났을 때 이의 제기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을 보시면 예외 인정을 포함해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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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굅궵꺵꽒귑돪꺁묩벥벱멉맵'꺕겺믅괍鐽벙뵙렚꼾귦鏭꽒鵍駑멉맵'꺕겺믅괍騽
벙ꖁ귦붕镆꺁귑돪법駑ꍦꏒ
딥벝껅駑꾭떕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유형의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합니다. 당사에 전화, 우편 또
는 팩스를 통해 요청합니다. 회원님, 대리
인 또는 담당 의사(또는 다른 처방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
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담당 의사(또는 다른 처방의) 또
는 회원님의 대리인이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
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원님을 대신해 대리인 역
할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방법은 135페이
지의 섹션 D를 참조하십시오.
담당 의사나 다른 처방자에게는 회원님을
대신해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는 데 서
면 승인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귑겺꺕겺믅鵍駑ꖁ귦냽镆괍騽벱뵙렚꼾귦
鏭꽒꺁귑돪법駑ꍦꏒ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당사에 문의하시거
나, 대리인 또는 의사나 다른 처방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일반 혜택 적용 결정에 대
해서는 72시간 이내에 응답해 드립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파트 D 의약품에 대한 비용 환급
요청에 대해서는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응답
해 드립니다.
예외 인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담당 의사
나 다른 처방자가 작성한 근거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회원님 본인 또는 담당 의사나 다른 처방
자가 빠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빠
른 결정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내려집니
다.)
회원님께서 빠른 결정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섹션을 읽어 보십
시오! 또한 본 장에는 결정 기한에 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용 지급한 의약품에 대해 당사에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은 본 핸드북 제7장
을 참조하십시오. 제7장에는 어떤 경우에
환급 요청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
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원님께
서 비용을 지급한 의약품 비용 중 당사 부담분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의 제출 방법도 나
와 있습니다.
예외 인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근거 진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가
반드시 의약품 예외 인정에 대한 의료적 사유를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 진술서”라고 부
릅니다.
담당 의사나 다른 처방자는 진술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당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담당 의
사나 다른 처방자가 당사에 전화로 연락한 후 팩스나 우편으로 진술서를 보내면 됩니다.
鎱鍒ꟾ벁귑벙鏺귭േꖝꂵ뵙렚꼾귦鏭꽒ൈ꺁귑돪법ꨪꨙ굡
당사에서 “빠른 기한” 적용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기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꺹ꍕ뵙렚꼾귦鏭꽒이란 당사에서 담당 의사의 진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응답
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ꖝꂵ뵙렚꼾귦鏭꽒이란 당사에서 담당 의사의 진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응답
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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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혜택 적용 결정”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뵙렚꼾귦鏭꽒”입니다.
회원님께서 아직 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혜택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요
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비용 환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기한이 건강에 중대한 해를 초래하거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빠른 혜택 적용 결정
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가 당사에 회원님의 건강상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 당사는 자동적으로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회원님께 서한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빠른
혜택 적용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당사에서 결정합니다.
회원님의 건강 상태가 빠른 혜택 적용 결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
신 일반 기한을 적용합니다.
회원님께 이를 알리는 서신도 보내드립니다. 서한에는 일반 결정을 제공하기로 한 당사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빠른 불만 제기”를 신청해 24시간 이내에 불만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불만
제기를 포함해 불만 제기 절차에 관한 설명은 170페이지의 섹션 J를 참조하십시오.
േꖝꂵ뵙렚꼾귦鏭꽒ൈ镭벙
빠른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의 결정을 통보해드려야 합니다. 회원님의
요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또는, 예외 인정 요청을 하시는 경우, 당사가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담당 의사 또는 처방자의 진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을 의미
합니다. 회원님의 건강 상태상 필요한 경우 더 일찍 결정을 통보해드립니다.
당사가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을 이의 제기 절차 2단계로 넘깁니다. 2단계에
서는 독립 심사 기관(IRE)이 회원님의 요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꧶韖꺵鏺귭, 당사는 반드시 해당 요청, 또는 그러한 요청
을 뒷받침하는 담당 의사나 처방자의 진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혜택을 제
공해야 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鎭꒽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결
정에 이의 제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겁냾ꍘ냽ꇸ벙꺕겺믅괍騽벙േ꺹ꍕ뵙렚꼾귦鏭꽒ൈ镭벙
일반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당사에서 요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당사의 결정을 통보해 드려
야 합니다. 또는 예외 인정 요청을 하시는 경우 당사가 담당 의사 또는 처방자의 증빙 진술서를 받
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원님의 건강 상태상 필요한 경우 더 일찍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당사가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요청을 2단계 이의 제기 절차로 넘기게 됩니다. 2단계에서
는 독립 심사 기관(IRE)이 회원님의 요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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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꧶韖꺵鏺귭, 당사는 반드시 해당 요청, 또는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담당 의사나 처방자의 증빙 진술서를 받은 시점
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승인 또는 해당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鎭꒽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결정에 이의 제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꺱ꌵ钩껂벙꺕겺믅ꖁ귦냽镆괍鐽벙േ꺹ꍕ뵙렚꼾귦鏭꽒ൈ镭벙
당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드려야 합니다.
당사가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을 이의 제기 절차 2단계로 넘깁니다. 2단계에
서는 독립 심사 기관(IRE)이 회원님의 요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꧶韖꺵鏺귭,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비용을 환급해 드
립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鎭꒽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결
정에 이의 제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멉맵'꺕겺믅괍騽벙騥鐁꺱꺕꽙镭ꨝ돪
이의 제기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회원님
본인,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 또는
대리인이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일반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서면
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
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이의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서면이
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결정 내용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
로부터 騩齢꺹镭뀽꺹꺱韱괍 이의 제
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셨
는데 놓친 데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기한을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회원님께서 심각한 질병으로 인
해 당사에 연락할 수 없었거나, 당사가 회
원님께 이의 제기 요청 기한에 대해 틀렸
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기한을 놓친 합당한 사유가 됩니다.

?

귑겺騥鐁꺱꺕꽙镭ꨝ돪ꍦꏒ
회원님 본인, 담당 의사나 처방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
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騩齢꺹镭뀽
꺹꺱韱괍 이의 제기를 신청하셔야 합
니다. 합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치신 경우,
기한 이후에도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
니다.
회원님 본인, 담당 의사나 처방자 또는 대
리인은 전화를 통해 빠른 이의 제기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빠른 결정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섹션을 읽어 보십
시오! 또한 본 장에는 결정 기한에 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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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의약품 혜택 적용 결정에 대해 플랜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ꏒꂝ귦곱는 플랜의
“껩鏭꽒”입니다.
회원님께는 당사에 본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정보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본이 필요하
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
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이 원하시는 경우, 회원님 본인과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는 이의 제기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
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鎱鍒ꟾ벁귑벙鏺귭േꖝꂵ꺱꺕꽙镭ൈꂹꨝ돪법ꨪꨙ굡
회원님께서 아직 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당사 플랜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시는 경우,
“빠른 이의 제기”가 필요한지 여부를 회원님,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빠른 이의 제기”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돕ꃩ껩鏭꽒”입니다.
“빠른 이의 제기” 적용 요건은 153페이지의 섹션 E4에 나와 있는 “빠른 혜택 적용 결정” 적용 요건
과 동일합니다.
騶駑꺱꺕꽙镭韱귦꺁鎽룝벙븁鏭꽒꺁룲ꐱ벱鰙ꃺ騅騡
당사는 회원님의 혜택 적용 요청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한 번 더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요청에 대
해 鎭꒽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규정을 충실히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회원
님 또는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자는 원래 혜택 적용 결정을
맡았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됩니다.
േꖝꂵ꺱꺕꽙镭ൈ镭벙
빠른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이의 제기 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또는 회원님의 건
강상 필요한 경우 더 빨리 응답을 드립니다.
72시간 이내에 응답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2단계 이의 제기 절차로 보냅니다. 2단계
에서는 독립 심사 기관(IRE)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를 심사하게 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꧶韖꺵鏺귭, 당사는 반드시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72시간 이내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鎭꒽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알
려드립니다.
േ꺹ꍕ꺱꺕꽙镭ൈ镭벙
일반 기한을 정하는 경우, 당사는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또는
회원님의 건강상 필요한 경우에는 더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단, 이미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환급
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원님께서 이미 구입한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
우, 당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회
원님 판단에 건강상 필요한 경우 “빠른 이의 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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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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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당사가 결정을 알려드리지 않은 경우 또는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미
구입한 의약품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한 경우, 당사는 해당 요청을 2단계 이의 제기 절차로 보냅
니다. 2단계에서는 독립 심사 기관(IRE)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를 심사하게 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
꧶韖꺵鏺귭:
혜택 적용에 대한 요청을 승낙하는 경
우, 당사는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또는 이
미 구입한 의약품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
내에 가능한 한 빠르게 회원님의 건강
상 필요한 혜택 적용을 제공해야 합니
다.
회원님께서 이미 구입한 의약품 비용
에 대한 환급 요청을 승낙하는 경우, 당
사는 이의 신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騶꺎騲꺱
鎭꒽꺵鏺귭, 서한을 통해 鎭꒽ 결정이 내
려진 이유와 결정에 이의 제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귑겺騥鐁꺱꺕꽙镭ꨝ돪ꍦꏒ
독립 심사 기관의 케이스 심사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
셔야 합니다.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騩齢꺹镭뀽
꺹꺱韱괍 이의 제기를 신청하셔야 합
니다. 합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치신 경우,
기한 이후에도 이의 제기 신청이 가능합
니다.
본인,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처방자, 또는
대리인이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빠른 결정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섹션을 읽어 보십
시오! 또한 본 장에는 결정 기한에 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멉맵'꺕겺믅괍騽벙騥鐁꺱꺕꽙镭
ꨝ돪
회원님의 이의 제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당사가 鎭꒽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수용할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의 제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독립 심사 기관(IRE)이 당사 결정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IRE의 케이스 심사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의 1단계 이의 제기 결정 통지서를 보시면 2단계 이의 제기 요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IRE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시면 당사에서 해당 기관에 회원님의 케이스 파일을 전달합니다. 케이
스 파일 사본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RE에 회원님의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IRE는 Medicare가 고용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IRE는 본 플랜과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이 아닙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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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D 의약품에 대해 IRE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ꏒꂝ귦곱는 “껩鏭꽒”입니다.
IRE의 심사관들은 회원님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IRE는 결정
을 내린 후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騥鐁േꖝꂵ꺱꺕꽙镭ൈ镭벙
건강상 필요한 경우, 독립 심사 기관(IRE)에 “빠른 이의 제기”를 신청하십시오.
“빠른 이의 제기”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IRE는 반드시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
간 이내에 2단계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 드려야 합니다.
IRE 응답이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꧶韖인 경우 당사는 반드시 그러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
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의약품 혜택을 허가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騥鐁േ꺹ꍕ꺱꺕꽙镭ൈ镭벙
2단계에서 일반 이의 제기를 신청하신 경우, 독립 심사 기관(IRE)은 반드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
부터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또는 이미 구입한 의약품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달력
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2단계 이의 제기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합니다.
IRE 응답이 요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꧶韖인 경우 당사는 반드시 그러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
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해당 의약품 혜택을 허가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IRE가 회원님께서 이미 구입한 의약품 비용에 대한 환급 요청을 승낙하는 경우, 당사가 그러한 결
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鬂ꃺꨩ镭鐽꺱騥鐁꺱꺕꽙镭괍鎭꒽鏭꽒꺁韱ꃩ駑鏺귭곱鳸鏉魕韕귑"
鎭꒽라는 것은 독립 심사 기관(IRE)이 회원님의 요청을 승낙하지 않기로 한 당사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
미입니다. 이를 “결정 지지”라고 합니다. 또는 “회원의 이의 제기 기각”이라고도 합니다.
이의 제기 과정의 3단계로 가시려면, 요청하는 의약품이 최저 달러 값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달러 값
이 최저 한도 미만인 경우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달러 값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단계 이의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IRE가 보낸 통지서를 보시면 해당 이의 제기 절차를 계속 진
행하는 데 필요한 달러 값이 나와 있습니다.

* 껂긍뵙렚镭鍁괭껢귑돪
회원님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회원님께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을 진단 및 치료하는 데 필요한 혜택
대상 병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입원 기간 중에, 담당 의사와 병원 직원들은 회원님과 상의해 퇴원 날짜에 맞춰 퇴원 준
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퇴원 후 필요한 케어가 있으면 그러한 케어 주선도 도와드립니다.
병원을 나가게 되는 날을 “퇴원일”이라고 합니다.
담당 의사나 병원 직원이 퇴원일이 언제인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해 준 퇴원 날짜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입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연장 요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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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韕꺕0HGLFDUH铉ꃩ겉镭
병원 입원 날짜로부터 2일 이내에, 케이스 담당자 또는 간호사가 Medicare가 드리는 “회원님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전달 사항(An Important Message from Medicare about Your Rights)”이라는 제목의 통지서
를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 병원 직원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
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
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통지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다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중요한 전달 사항”을 보시면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병원 환자로서 회원님의 권리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입원 중 및 퇴원 후 Medicare 혜택 적용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회원님께는 그러한 서비스에는 어
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병원 케어 품질과 관련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알 권리.
병원에서 너무 일찍 퇴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
Medicare 통지서에 통지서 수령을 확인하고 회원님의 권리를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셔
야 합니다. 통지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담당 의사나 병원 직원이 통보해 줬을 퇴원일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겁騖騅騡.
서명한 통지서 사본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도록 보관해두십시오.
사전에 통지서 사본을 살펴보려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
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1-800-MEDICARE(1-800-633-4227)번에 전화하셔도 됩니
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무료 전화
입니다.
www.cms.gov/Medicare/Medicare-General-Information/BNI/HospitalDischargeAppealNotices 에
서 온라인으로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회원 서비스나 Medicare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뤱긍꺹ꏽ鏺꺁깁벙騥鐁꺱꺕꽙镭
입원 환자 병원 서비스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받으시려면 이의 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품질 개선 기
구(QIO)가 1단계 이의 제기 심사를 맡아 회원님의 예정 퇴원일이 의료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합니
다. California 주에서는 품질 개선 기구(QIO)를 Livanta라고 합니다.
퇴원일 변경을 위해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시려면 Livanta에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입니
다.
냽镅ꍑ龙꽁붑법ꨪꨙ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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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떠나기 꽁, 늦어도 예정 퇴원일까지 품질 개선 기구(QIO)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Medicare가 드
리는 회원님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전달 사항”에 품질 개선 기구(QIO)에 연락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
니다.
ꐎ긍꺁鳝韕镭꽁괍꽁붑법ꨙꆱ, 품질 개
선 기구(QIO)로부터 이의 제기 신청에 대
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예정 퇴원일이 지나서까지 병원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귑겺뤱긍꺹ꏽ鏺꺁깁벙騥鐁꺱꺕꽙镭ꍦꏒ

꺱꺕꽙镭ꨝ돪꽁붑ꂹ법냽겇鐝 예정 퇴
원일 이후로도 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겠
다고 결정하시는 경우, 예정 퇴원일 이후
받으시는 병원 케어 비용 전액을 회원님
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나가기 전, 예정 퇴원일 이전에 전화하십
시오.

거주하고 계신 주의 품질 개선 기구에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으로 전화해
“빠른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이의 제기 신청과 관련해 품질 개선 기구
(QIO)에 연락할 镭벙꺁飐떕ꨝ鏺귭, 대신 당사 플랜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2페이지의 섹션 G4를 참조하십시오.
입원은 Medicare 및 Medi-Cal에서 모두 혜택을 적용받으므로 품질 개선 기구에서 회원님의 입원
지속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회원님이 응급 상황에 있으며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DMHC(관리형 의료케어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독립 의료 심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4페이지의 섹션 5.4로 가셔서 DMHC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회원님이 취해야 할 조치와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鬁귽꺱벁귑법ꨙꆱ鬁귽꺁귑돪법ꨪꨙ굡.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 보험 카운슬링-권익 옹호 프로그램(HICAP)에 1-800-434-0222번으로 연락
하실 수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1-855-501-3077번으로 연락하셔도 됩
니다.
믅넅鍙ꡝ镭钩 4XDOLW\,PSURYHPHQW2UJDQL]DWLRQ4,2 麽"
QIO는 연방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 전문가
들은 당사 플랜 소속이 아닙니다. Medicare 이용자들을 위한 케어 품질을 확인하고 개선을 돕기 위해
Medicare가 보수를 지급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ꖝꂵꨩൈ귑돪
“빠른 심사”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냆ꨙꨩ”입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에 반드시 퇴원에 대한 േꖝꂵꨩൈ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빠른 심사”를 요청한다
는 것은 QIO에 일반 기한 대신 빠른 기한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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ꖝꂵꨩ駑곱鳸鏉넁볆魕韕귑"
품질 개선 기구(QIO) 심사관들은 회원님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예정 퇴원일 이후까지 혜택 적용
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서면 사유서를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심사관들은 회원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고 담당 의사와 얘기해 보고, 회원님의 입원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심사관들로부터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당일 정오까지 예정 퇴원일
이 기재된 통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담당 의사, 병원 및 당사가 그 날짜에 퇴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안내서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ꟾ꡵뤱긍룲냽ꡙ 'HWLOHG1RWLFHRI'LVFKDUJH ”
입니다. 샘플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MEDICARE(1-800-633-4227)
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www.cms.gov/Medicare/Medicare-General-Information/BNI/
HospitalDischargeAppealNotices 에서 온라인으로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鏭꽒꺱꧶韖꺵鏺귭곱鳸鏉魕韕귑"
품질 개선 기구(QIO)의 결정이 회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 ꧶韖인 경우, 당사는 의료적으로 필요하
다면 계속해서 회원님의 병원 서비스에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鏭꽒꺱鎭꒽꺵鏺귭곱鳸鏉魕韕귑"
품질 개선 기구(QIO)의 결정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鎭꒽인 경우, 예정 퇴원일이 의료적으
로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회원님의 입원 환자 병원 서비스에 대한 혜택 적
용은 품질 개선 기구(QIO)가 회원님께 결정을 통보한 후 당일 정오에 종료됩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의 결정이 鎭꒽이고 회원님께서 병원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하면, 추가 병원
체류 기간에 대해 회원님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지불해야 할 병원 케어 비
용은 품질 개선 기구(QIO)에서 결정 사항을 회원님께 전달한 당일 정오에 시작됩니다.
품질 개선 기구가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동시에 회원님이 예정 퇴원일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 있는
경우 회원님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대로 2단계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뤱긍꺹ꏽ鏺꺁깁벙騥鐁꺱꺕꽙镭
품질 개선 기구(QIO)가 이의 제기를 기각했고 동시에 회원님이 예정 퇴원일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 있는
경우 회원은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품질 개선 기구(QIO)에 연락해 재심사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가 1단계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騩齢꺹镭뀽꺹꺱韱 2단
계 심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받고 계신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이 종료된 날 이후에 계속 병원에 머물러
계신 경우에 한해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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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주에서는 품질 개선 기구(QIO)를 Livanta라고 합니다. Livanta는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입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의 심사관들은 회원
님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
의 깊게 재검토합니다.

귑겺뤱긍꺹ꏽ鏺꺁깁벙騥鐁꺱꺕꽙镭ꍦꏒ

해당 품질 관리 기구(QIO) 심사관은 회원
님의 두 번째 심사 수령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의 품질 개선 기구에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으로 전화해
다른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鏭꽒꺱꧶韖꺵鏺귭곱鳸鏉魕韕귑"
당사는 첫 이의 신청 결정이 내려진 후 당
일 정오부터 회원님께서 받은 병원 케어 비용 중 당사 부담분을 회원님께 환급해야 합니다. 당사
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한 계속해서 회원님의 입원환자 병원 케어에 대해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계속해서 비용 중 본인 부담분을 지급해야 하며, 혜택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鏭꽒꺱鎭꒽꺵鏺귭곱鳸鏉魕韕귑"
이는 품질 개선 기구(QIO)가 1단계 결정에 동의하며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통지서
에 이의 제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가 2단계 이의 제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예정 퇴원일 이후 입원 비용 전액을 회원
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더 머물기 위해 DMHC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44
페이지의 섹션 5.4로 가셔서 DMHC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확인
하십시오.

* 꺱꺕꽙镭ꨝ돪镭벙꺁飐떕ꆱ곱鳸鏉魕韕귑
이의 제기 신청 기한을 놓치신 경우, 대체 이의 제기라고 불리는 1단계와 2단계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의 첫 두 가지 단계는 다릅니다.
뤱긍꺹ꏽ鏺꺁깁벙騥鐁騽돱꺱꺕꽙镭
품질개선기구(Quality Improvement Organization) 연락 기한을 놓친 경우(60일 이내 또는 예정된 퇴원일
전 중 더 이른 시점),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빠른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심사는 일반 기
한 대신 빠른 기한을 적용하는 이의 제기를 말합니다.
심사 중에는 회원님의 입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퇴원
시기에 대한 결정이 공정했고 규정에 따
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심사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는 일반 기
한이 아니라 빠른 기한을 적용합니다. 이
는 “빠른 심사”를 요청하신 시점부터 72시
간 이내에 당사 결정을 알려드린다는 의
미입니다.

?

귑겺騥鐁騽돱꺱꺕꽙镭ꨝ돪ꍦꏒ
당사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퇴원일에 대해 “빠
른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72시간 이내에 당사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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騶錽ꖝꂵꨩ鏭鐹ꂹ꧶韖깹龙鏭꽒법駑鏺귭, 회원님께서 퇴원일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당사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사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한 계속해서 병원 서
비스에 혜택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혜택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해드린 날짜 이후에 받으신 케어에 대한 비용 중 당사
부담분을 회원님께 환급해드리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騶錽뷉긍꺕ꖝꂵꨩ괍騽벱鎭꒽鏭꽒꺁韱ꃩ駑鏺귭, 이는 당사가 회원님의 예정 퇴원일이
의료적으로 적절했다고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원님의 입원환자 병원 서비스에 대한 당사의
혜택 적용은 혜택 적용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던 날짜에 종료됩니다.
예정 퇴원일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 남아 있는 경우, 예정 퇴원일 후에 받은 병원 케어 ꖁ귦꽁
겞꺁뷉긍騕꺱냽镆벱겹벝鬁껅꧲騅騡.
회원님의 빠른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릴 때 당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의 제기를 독립 심사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회원님의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이의 제기 절차의 2단계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빠른 심사” 또는 “빠른 이의 제기”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꺱꺕꽙镭”입니다.
뤱긍꺹ꏽ鏺꺁깁벙騥鐁騽돱꺱꺕꽙镭
당사는 1단계 결정을 회원님께 통보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원님의 2단계 이의 제기에 관
한 정보를 독립 심사 기관(IRE)에 전달합니다. 회원님은 당사가 이러한 기한이나 다른 기한을 맞추지 않
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섹션 J에 보시면 불만 제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단계 이의 제기에서는 IRE가 회원님의 “빠른
심사”에 대해 당사가 내린 鎭꒽ 결정을 심사하게
됩니다. IRE는 당사가 내린 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IRE는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빠른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관들은 보통 72
시간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귑겺騥鐁騽돱꺱꺕꽙镭ꨝ돪ꍦꏒ
회원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랜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를 자동적으로 독립 심사 기
관(IRE)에 전달합니다.

IRE는 Medicare가 고용하는 독립 기관입
니다. IRE는 당사 플랜과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IRE의 심사관들은 회원님의 퇴원과 관련한 이의 신청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합니
다.
IRE가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꧶韖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는 반드시 회원님의 예정 퇴원일
이후 회원님께서 받은 병원 케어 비용 중 당사 부담분을 회원님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당
사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한 계속해서 회원님의 병원 서비스 혜택 적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IRE가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예정 퇴원일이 의료적으로 적절
했다는 당사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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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가 보낸 통지서에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처리하게 되는 3단계 이의 제기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
다.
또한 병원에 더 머물기 위해 DMHC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144
페이지의 섹션 5.4로 가셔서 DMHC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확인
하십시오. 3단계 이의 제기와 더불어 또는 이를 대신해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錽꽒꺕ꀉ똽곱꽁ꉵ鍁뵵똽곱鵍駑꿂벦궵黕붕껍껩붙ꨙꡡ &25) ꡙꖁꧡ錽
顅ꉱ꺹덊꿂ꀉ魙騡鐝ꠚ錾魕駑鏺귭딥벝껅駑꾭떕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케어에 한해 적용됩니다.
가정 의료 서비스.
전문 요양 시설의 전문 간호 케어.
Medicare 승인 종합 외래환자 재활시설(CORF)의 외래 환자로서 받는 재활 케어. 대개, 이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거나, 대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케어에 있어서, 회원님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한 계속 혜택 대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그러한 서비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라도 혜택 적용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 당사는 반
드시 서비스 종료 전에 회원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해당 케어에 대한 혜택이 종료되면
당사는 케어에 대한 비용 지급을 중단합니다.
당사가 회원님의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을 너무 일찍 종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뷉긍騕깽騶鏭꽒괍
꺱꺕ꂹ꽙镭벝껅꧲騅騡. 이 섹션에서는 이의 제기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공꽙뵙렚꼾귦꺱꿂ꀉ魝냽꽁괍겅韱벱鰙ꃺ騅騡
당사가 케어에 대한 비용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회원님께서는 최소 2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Medicare 비적용 통지서(Notice of Medicare Non-Coverage)”라고 합니다.
이 서면 통지서에는 당사가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을 중단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회원님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님 본인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한다
고 해서 케어를 중단할 때가 되었다는 플랜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겁騖騅騡.
혜택 적용이 종료되면 당사의 비용 지급도 중단됩니다.

+ 똽곱ꂹ鐁ꍘ镭깁벙騥鐁꺱꺕꽙镭
당사가 회원님의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을 너무 일찍 종료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원님은 당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의 제기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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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한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镭벙깽ꍕ鰙ꨙ냽럡鬁龚법ꨪꨙ굡기한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회원님이 해야 하는 일에 적용되는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지키도록 하십시오. 또한 당사 플랜이 따라야 하는 기한도 있습니다. (회원
님은 당사가 그러한 기한을 맞추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0페이
지의 섹션 J에 보시면 불만 제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鬁귽꺱벁귑법ꨙꆱ鬁귽꺁귑돪법ꨪꨙ굡.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800) 434-0222번으로 주 정부 의료보험 지원프로그램(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에 연락하십시오.
1단계 이의 제기에서는 품질 개선 기구(QIO)가
회원님의 이의 제기 신청을 검토하고 당사의 결
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alifornia 주에서는 품질 개선 기구(QIO)를
Livanta라고 합니다. Livanta는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입니다. 품질 개선 기구
(QI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관한 정보 역시
“Medicare 비적용 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당사가 회원님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
을 중단한다고 알릴 때 전달됩니다.

귑겺뱉黙괍똽곱깝냽ꂹ귑돪법镭깁벙騥鐁
꺱꺕꽙镭ꨝ돪ꍦꏒ
거주하고 계신 주의 품질 개선 기구에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으로 전화해
“빠른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현재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을 떠
나기 전, 예정 퇴원일 이전에 전화하십시오.

믅넅鍙ꡝ镭钩 4XDOLW\,PSURYHPHQW
2UJDQL]DWLRQ4,2 麽"
QIO는 연방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이 전문가
들은 당사 플랜 소속이 아닙니다. Medicare 이용자들을 위한 케어 품질을 확인하고 개선을 돕기 위해
Medicare가 보수를 지급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ꉱ괄꺁귑돪벱겹법韕귑"
“빠른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이는 당사가 서비스 혜택 적용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의 의료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독립적 심사를 말합니다.
4,2괭麺镭벙깽공꽙閉냽껂騅閉"
반드시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 중단 시기를 통보하는 당사의 통지서를 받은 후 당일 정오 전에 품
질 개선 기구(QIO)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과 관련해 품질 개선 기구(QIO)에 연락할 기한을 놓치신 경우, 대신 당사에 직접 이
의 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이의 제기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67페이
지의 섹션 H4를 참조하십시오.
품질 개선 기구에서 회원님의 의료 케어 서비스에 대한 혜택 적용 지속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회원님이 응급 상황에 있으며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심각
한 통증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DMHC(관리형 의료케어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독립 의료 심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4페이지의 섹션 E4로 가셔서 DMHC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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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면 통지서에 대한 ꏒꂝ귦곱는 “0HGLFDUHꖁ꼾귦룲냽ꡙ 1RWLFHRI0HGLFDUH
1RQ&RYHUDJH ”입니다. 샘플 사본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에 (855) 665-4627(TTY: 711)번
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전화하시거나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www.cms.gov/Medicare/MedicareGeneral-Information/BNI/MAEDNotices 에서 온라인으로 사본을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144페이지의 섹션 5.4로 가셔서 DMHC에 독립 의료 심사(IMR)를 요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믅넅鍙ꡝ镭钩 4,2 ꨩ駑곱鳸鏉넁볆魕韕귑"
품질 개선 기구(QIO) 심사관들은 회원님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혜택 적용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서면 사유서를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
지만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회원님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경우, 플랜은 반드시 회원님과 품질 개선 기구(QIO)에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심사관들은 회원님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고, 담당 의사와 얘기해 보고, 당사 플랜에서 제공
받은 정보를 검토합니다.
ꨩ鐽鰡깽벁귑벙꽒ꐱꂹꇥ鮍ꍘ깽ꨙ꽍깹龙꒽롭ꨙ鍁꺱韱괍뷉긍騕阕鏭꽒꺁룲ꐱ벦騅騡
회원님은 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서한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ꖁ꼾귦ꟾ꡵겅韱ꡙ
'HWDLOHG([SODQDWLRQRI1RQ&RYHUDJH ”입니다.
ꨩ鐽꺱꧶韖깹龙鏭꽒법駑鏺귭곱鳸鏉魕韕귑"
심사 기관의 결정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꧶韖인 경우, 당사는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해서 혜택 적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鐽꺱鎭꒽龙鏭꽒법駑鏺귭곱鳸鏉魕韕귑"
심사관들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鎭꒽로 결정하는 경우, 혜택 적용은 당사가 종료될 것이라
고 통보한 날에 종료됩니다. 당사는 해당 케어 비용 중 당사 부담분 지급을 중지합니다.
혜택 적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 의료 케어, 전문 요양 시설 케어 또는 CORF(종합 외래환자 재
활 시설) 서비스를 계속 받기로 할 경우 해당 케어 비용 전액은 회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 똽곱ꂹ鐁ꍘ镭깁벙騥鐁꺱꺕꽙镭
품질 개선 기구(QIO)가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렸고 鬖ꨙ괍 회원은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케어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2단계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에서는 2단계 이의 제기 시 1단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QIO
가 1단계 결정에 동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혜택 적용이 종료된 이후 본인의 가정 의료 케어, 전문 요양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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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케어, 또는 종합 외래환자 재활시설(CORF)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을 회원님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주에서는 품질 개선 기구(QIO)를
Livanta라고 합니다. Livanta는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입니다. 품질 개선 기구
가 1단계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린 날
로부터 騩齢꺹镭뀽꺹꺱韱에 2단계 심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받고 계신 케어에 대한 혜택
적용이 종료된 날 이후에 계속 케어를 받으신 경
우에 한해 이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의 심사관들은 회원
님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
의 깊게 재검토합니다.

귑겺뱉黙꺱똽곱뵙렚꼾귦镭鍁꺁괭껢법鬁
龚법镭깁벙騥鐁꺱꺕꽙镭ꨝ돪ꍦꏒ
거주하고 계신 주의 품질 개선 기구에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으로 전화해
다른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현재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을 떠
나기 전, 예정 퇴원일 이전에 전화하십시오.

품질 개선 기구(QIO)는 회원님의 심사 수
령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2錽꧶韖깹龙鏭꽒법駑鏺귭곱鳸鏉魕韕귑"
당사는 혜택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해 드린 날짜 이후에 받으신 케어에 대한 비용 중 당사 부담
분을 회원님께 환급해 드려야 합니다. 당사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한 계속해서 해당 케어에 대해
혜택을 적용해야 합니다.
4,2錽鎭꒽龙鏭꽒법駑鏺귭곱鳸鏉魕韕귑"
거부인 경우 QIO가 1단계 결정에 동의하며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시면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처리하게 되는 3단계 이의 제기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합니다.
또한 의료 케어 서비스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 DMHC에 불만을 제기하고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
실 수도 있습니다. 144페이지의 섹션 E4로 가셔서 DMHC에 독립 의료 심사(IMR) 요청 방법을 확
인하십시오. 3단계 이의 제기와 더불어 또는 이를 대신해 DMHC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騥鐁꺱꺕꽙镭ꨝ돪镭벙꺁飐떙鏺귭곱鳸鏉법韕귑
이의 제기 신청 기한을 놓치신 경우, 대체 이의 제기라고 불리는 1단계와 2단계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의 첫 두 가지 단계는 다릅니다.
똽곱ꂹ骑굡黨鬖겅鐁ꍘ镭깁벙騥鐁騽돱꺱꺕꽙镭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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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개선 기구(QIO)에 연락할 기한을 놓치신 경우, 대신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빠른 심사”를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심사는 일반 기한 대신 빠른 기한을 적용하는 이의 제기를 말합니다.
이 심사 시 당사는 회원님의 가정 의료 케
어, 전문 요양 시설 케어 또는 종합 외래
환자 재활시설(CORF)에서 받는 케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살펴봅니다. 당사는 회
원님의 서비스 중단 시기에 대한 결정이
공정했고 규정을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합
니다.

귑겺騥鐁騽돱꺱꺕꽙镭ꨝ돪ꍦꏒ
당사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빠른 심사”를 요청
하십시오.
72시간 이내에 당사 결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이 심사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는 일반 기
한이 아니라 빠른 기한을 적용합니다. “빠
른 심사”를 요청하신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당사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의 빠른 심사에 대해 騶錽꧶韖鏭꽒꺁韱ꃩ駑鏺귭, 이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한 계속해
서 서비스에 혜택을 적용하는 데 당사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사가 혜택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해드린 날짜 이후에 받으신 케어에 대한 비용 중 당사
부담분을 회원님께 환급해드리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원님의 빠른 심사에 대해 騶錽鎭꒽鏭꽒꺁韱ꃩ駑鏺귭, 이는 당사가 회원님의 서비스를 종
료하는 것이 의료적으로 적절했다고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의 혜택 적용은 미리 통보해드
린 혜택 적용 종료일로서 종료됩니다.
당사가 혜택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드린 날 이후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
ꖁ귦꽁겞꺁뷉긍騕꺱꒽騱법ꢑ겹벝鬁껅꧲騅騡.
“빠른 심사” 또는 “빠른 이의 제기”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꺱꺕꽙镭”입니다.
회원님의 빠른 이의 제기에 대해 鎭꒽ 결정을 내릴 때 당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의 제기를 “독립 심사 기관(IRE)”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회원님의 케이스는 자동적으로 이의 제
기 절차의 2단계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똽곱ꂹ骑굡黨鬖겅鐁ꍘ镭깁벙騥鐁騽돱꺱꺕꽙镭
당사는 1단계 결정을 회원님께 통보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원님의 2단계 이의 제기에 관
한 정보를 독립 심사 기관(IRE)에 전달합니다. 회원님은 당사가 이러한 기한이나 다른 기한을 맞추지 않
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섹션 J에 보시면 불만 제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2단계 이의 제기에서는 IRE가 회원님의 “빠른
심사”에 대해 당사가 내린 鎭꒽ 결정을 심사하게
됩니다. IRE는 당사가 내린 결정이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귑겺뱉黙꺱똽곱ꂹ鐁깝냽법鬁龚법镭깁
벙騥鐁꺱꺕꽙镭ꨝ돪ꍦꏒ

IRE는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빠른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관들은 보통 72
시간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회원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랜이
회원님의 이의 제기를 자동적으로 독립 심사 기
관(IRE)에 전달합니다.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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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는 Medicare가 고용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IRE는 본 플랜과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이 아닙
니다.
IRE의 심사관들은 회원님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5(錽꧶韖鏭꽒꺁韱ꃩ駑鏺귭 당사는 반드시 케어 비용 중 당사 부
담분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한 계속해서 회원님의 서비스
혜택 적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해 ,5(錽鎭꒽鏭꽒꺁韱ꃩ駑鏺귭 이는 서비스 혜택 적용 중단이 의료
적으로 적절했다는 당사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IRE가 보낸 통지서에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
다. 판사가 처리하게 되는 3단계 이의 제기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또한 의료 케어 서비스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 DMHC에 불만을 제기하고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144페이지의 섹션 5.4로 가셔서 DMHC에 독립 의료 심사(IMR) 요청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독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의 제기에 더하거나 이를 대신해 불만을 제기하고 독
립 의료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騥鐁騡꺉騥鐁龙꺱꺕꽙镭ꂹ넁볆법駑ꍦꏒ
,

0HGLFDUHꡙꖁꧡꍌ귦믅괍騽벙騡꺉騥鐁

Medicare 서비스나 용품에 대해 1단계 이의 제기와 2단계 이의 제기를 마쳤는데 두 번 모두 거부된 경
우, 회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를 진행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E가 보낸 통지서에 이의 제
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의 단계 3은 행정법 판사(ALJ) 심리입니다. 단계 3에서 결정을 내리는 담당자는 ALJ 또는
변호사 심사 위원입니다. ALJ 또는 변호사 심사 위원에게 케이스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요청 대
상 용품 또는 의료 서비스가 최소 달러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달러 값이 최소 수준 미만인 경우
더는 이의 제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달러 값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LJ 또는 변호사 심사 위원에게
이의 제기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LJ 또는 변호사 심사 위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Medicare 이의 제기 위원회(Medicare Appeals
Council)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방 법원에 이의 제기 사안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진행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855-501-3077번으로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
램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0HGL&DOꡙꖁꧡꍌ귦믅괍騽벙騡꺉騥鐁

이의 제기 대상 서비스나 용품이 Medi-Cal 혜택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의 제기 권리가 있습
니다. 주 정부 심리(State Fair Hearing)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판사에게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
우, 재심리를 요청하고/하거나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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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리를 요청하려면 아래 주소로 서면 요청서(서한)를 보내시면 됩니다.
The Rehearing Unit
744 P Street, MS 19-37
Sacramento, CA 95814
이 서한은 반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회원님께 기한
연장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18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심리 요청서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과 재심리가 허락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추가적인 증
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거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전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증
거로 인해 어떻게 결정이 바뀌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십시오. 법률 서비스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1094.5조에 따라) 상급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나와 있는 카
운티의 상급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재심리를 요청하지 않고 탄원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
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회원님께 유리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합당한 수준의 변호사 수임
료 및 비용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재심리가 완료되었는데 재심리에서 내려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법 심사는 청구하실 수 있지만,
또다시 재심리를 요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 ꓅ꄉ꽙镭ꍦꏒ
- 곱鳡깝뵒꺕ꉵ꽙錽꓅ꄉ괍벱騶魕韕귑"
불만 제기 절차는 케어의 품질, 대기 시간,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 등, 특정 유형의 문제에 한해 사용
됩니다. 다음은 불만 제기 절차에서 취급되는 문제 유형의 예입니다.
믅넅괍鐽벙꓅ꄉ
병원에서 받는 케어 등 케어의 품질에 대
해 불만이 있는 경우.
鍙꺵꽒ꐱꐱ뵵괍鐽벙꓅ꄉ
누군가 사생활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존
중하지 않았거나 기밀 사항인 개인 정보
를 공유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넅韫깽鐝鍚ꡙꖁꧡ괍鐽벙꓅ꄉ
의료 케어 제공자 또는 직원이 회원님께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 경우.

귑겺꓅ꄉ꽙镭ꍦꏒ
회원님은 당사 플랜에 내부 불만 및/또는 당사
플랜과 관계없는 기관에 외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불만을 제기하려면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
거나 당사에 서한을 보내 주십시오.
외부 불만의 경우 이를 다루는 다른 기관이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172페이지의 섹션 J3을 참
조하십시오.

Molina Dual Options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한 경우.
회원님을 플랜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꽎锹ꡮ괍鐽벙꓅ꄉ
의사 또는 제공자 사무실 내 의료 케어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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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제공자가 미국 수화 통역사(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er)와 같이 회원님께 필요
한 타당한 편의사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騽镭ꨙ鍁괍騽벙꓅ꄉ
예약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예약하는 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의사, 약사 또는 다른 의료 전문가, 또는 회원 서비스 또는 다른 플랜 직원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경우.
깁ꠚ괍鐽벙꓅ꄉ
클리닉, 병원 또는 의사 사무실이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곱꺱귦괍鐽벙꓅ꄉ
담당 의사 또는 제공자가 진찰 받는 동안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騶꺕꽁騩벪괍鐽벙꓅ꄉ
회원으로서 받았어야 하는 통지서나 서한을 당사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가 보낸 서면 정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뵙렚꼾귦鏭꽒鵍駑꺱꺕꽙镭굽鐽齥벙騶꾭떕꺕ꨙ镭꼾꽅ꡮ괍鐽벙꓅ꄉ
당사가 혜택 적용 결정을 내리거나
이의 제기에 응답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혜택 적용 또는 이의 제기 결정이 회원님께 유리하게 내려진 후, 당사가 해당 서비스를 승인 또는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환급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가 회원님 케이스를 제때 IRE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鐝듦”입니다.

“불만 제기”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鐝듦꽙镭”입니다.
꓅ꄉ괍鬁괩鼩깝뵒꺱껅韕귑"
굅. 회원님은 내부 불만 및/또는 외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불만은 당사 플랜에서 접수 및 심
사합니다. 외부 불만은 당사 플랜과 연계되지 않은 기관에서 접수 및 심사합니다. 내부 및/또는 외부 불
만 제기 절차 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1-855-501-3077번으로 연
락하실 수 있습니다.

- 韱꒽꓅ꄉ
내부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
간)에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파트 D 의약품
관련 사항 제외). 파트 D 의약품에 관한 불만 사항은 해당 문제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騩齢꺹镭뀽
꺹꺱韱괍 제기하셔야 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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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회원 서비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불만 사항을 서한으로 작성해 당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불만 사항을 서한으로 보내 주시는 경우
당사에서 서한을 통해 응답해 드립니다.
고충에 해당되는 불만 사항은 회원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케이스별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그 날짜가 플랜이 해당 고충을 구두 또는 서면 형태로 접수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을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구두로 접수된 고충의 경우 회원님이 서면 응답을 요청하거나 해당 고충이 케
어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구두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고충의 경우 반드시 서면
으로 답해야 합니다. 구두로 고충을 접수하시려면 (855) 665-4627, TTY: 711, 현지 시간으로 월요
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연락주시고 서면 접수인 경우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Molina Dual Options Appeals and Grievances, PO Box 22816, Long Beach, CA 90801.
팩스는 (562) 499-0610번입니다.
가능한 경우 즉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불만을 접수하시는 경우, 끊기 전에 바로 응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상 빠른 응답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대부분 불만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해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사에서 회원님께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상태 업데이트와 답변을 받
을 수 있는 예상 시간도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당사가 “빠른 혜택 적용 결정” 또는 “빠른 이의 제기” 요청에 대해 거부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
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빠른 불만”을 적용해 24시간 이내에 답을 드리게 됩니다.
“빠른 불만”에 해당되는 ꏒꂝ귦곱는 “ꨝ돕ꃩ鐝듦”입니다.
당사가 혜택 적용 결정 시 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빠른 불만”을 적용해 24시간 이내에 응답을 드립니다.
불만 제기 내용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騶錽鬖꺕법냽겇駑鏺귭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
를 알려 드립니다. 불만 사항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응답해 드립니다.

- 궵꒽꓅ꄉ
0HGLFDUH괍꓅ꄉ벪꺁ꐱ鐝법ꨡ껅꧲騅騡
Medicare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Medicare 불만 제기 양식(Medicare Complaint Form)은
다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medicare.gov/MedicareComplaintForm/home.aspx.
Medicare는 회원님 불만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Medicare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해 제출해
주시는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피드백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또는 플랜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경우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무료 전화입니다.
0HGL&DO괍꓅ꄉ벪꺁ꐱ鐝법ꨡ껅꧲騅騡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도 회원님이 당사가 제공해야 하는 혜택 대상 서비스를 빠짐없이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은 당사나 다른 보험 회사 또는 건강 플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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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정, 이의 제기, 불만 제기)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 전화번호는 1-855-501-3077번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DOLIRUQLD뀹鐽ꃩ뵒꺕ꀉ똽곱꒽ 'HSDUWPHQWRI0DQDJHG+HDOWK&DUH'0+& 괍뷉긍騕꺕꓅ꄉ
벪꺁ꐱ鐝법ꨡ껅꧲騅騡
캘리포니아 주 관리형 의료케어부(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는 의료 플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Medi-Cal 서비스 관련 불만 사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DMHC
헬프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안이거나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있거나 심각한 통증이 있거나 회원님의 불만 사항에 대한 플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
는 플랜이 달력일 기준 30일 이후에도 불만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DMHC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헬프 센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888- 466-221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 청력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또는 언어 장애
가 있으신 분은 무료 TTY 번호(1-877-688-9891)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입니다.
DMHC 웹사이트(www.dmhc.ca.gov)를 방문하십시오.
鐲ꌹ铉ꉱ钪괍꓅ꄉ꺁꽙镭법ꨡ껅꧲騅騡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면 보건복지부(DHHS) 공민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접근성이나 언어 지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
다. 공민권 사무국 전화번호는 1-800-368-1019번입니다. TTY 사용자는 1-800-537-7697번으로 전화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hhs.gov/ocr 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현지 공민권 사무소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0 7th Street, Suite 4-100
San Francisco, CA 94103
또한 회원님께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과 해당 주법에 따른 권리가 있을 수 있습
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55-501-3077번입니다.
믅넅鍙ꡝ镭钩 4,2 괍꓅ꄉ꺁꽙镭법ꨡ껅꧲騅騡
케어 품질에 관한 불만 사항인 경우,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당사에 불만 제기를 하지 않고) QIO에 직접 케어 품질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에 불만 제기를 하고 동시에 품질 개선 기구(QIO)에도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품
질 개선 기구(QIO)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 당사가 해당 기구와 협조해 불만 사항을 해결합니
다.
QIO는 Medicare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케어 품질을 확인 및 개선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 임상의 및 기타 의료 케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품질 개선 기구(QIO)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California 주에서는 품질 개선 기구(QIO)를 Livanta라고 합니다. Livanta 전화번호는 (877) 588-1123,
TTY: (855) 887-6668번입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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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DO0HGL&RQQHFW뱉黙렅뤱법镭
鍙
본 장에서는 당사 Cal MediConnect 플랜 멤버십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과 플랜에서 탈퇴한 후 선택 가
능한 의료 혜택 옵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 플랜을 나가시더라도 자격이 되시는 한 Medicare와
Medi-Cal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됩니다. 주요 용어 및 정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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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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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0HGL&RQQHFW뱉黙괍ꡙ렅뤱벝껅駑ꨙ镭
다른 Medicare Advantage 플랜이나 Cal MediConnect 플랜에 가입하거나 Original Medicare로 옮겨 연
중 언제든지 Molina Dual Opions Medicare-Medicaid 플랜의 멤버십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은 당사가 회원님의 플랜 변경 요청을 접수한 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에서 1월 18
일에 회원의 요청을 접수한 경우 당사 플랜에 대한 회원님의 혜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새로운 혜
택의 적용은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됩니다(이 예에서는 2월 1일).
당사 플랜에서 탈퇴하더라도 다른 Cal MediConnect 플랜을 선택하지 않는 한 Medi-Cal 서비스에 대해
선택하신 Medi-Cal 관리형 케어 플랜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당사 플랜에서 탈퇴하실 때 Medicare
멤버십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랜을 탈퇴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76페이지의 표에 있는 Medicare 옵션.
178페이지에 있는 Medi-Cal 서비스.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여 멤버십 종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5) 665-46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Molina 회원 서
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ealth Care Options에 전화하려면 1-844-580-7272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430-7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주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SHIP), California 주
의료보험 카운슬링 및 권익 옹호 프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HICAP)
에 1-800-434-022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거주 지역 내 HICAP 사무소를 찾아보시
려면 www.aging.ca.gov/HICAP/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a.m.~오후 5:00 p.m.에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1-855-501-3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55-847-791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하십시오(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
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뀹꺕벪 약물 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경우 플랜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5장을 참조하십시오.

% &DO0HGL&RQQHFW뱉黙렅뤱ꍦꏒ
멤버십 종료를 결정하신 경우, Medi-Cal 또는 Medicare에 Molina Dual Options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말
씀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5 p.m.에 Health Care Options에 1-844-580-7272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430-7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하십시오(24시간 연중무휴). TTY 사용자
(청각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MEDICARE
로 전화하시면 다른 Medicare 건강 또는 의약품 플랜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플랜을 탈
퇴했을 때 Medicare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는 176페이지의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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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騡ꂵ&DO0HGL&RQQHFW뱉黙錽껂ꍦꏒ
다른 단일 플랜으로 Medicare 및 Medi-Cal 혜택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다른 Cal MediConnect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Cal MediConnect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5 p.m.에 Health Care Options에 1-844-580-7272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430-7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Molina Dual Options를 탈퇴하고
다른 Cal MediConnect 플랜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플랜에 가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회원님의 지역 내 다른 플랜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Molina Dual Options에서 받는 혜택은 탈퇴 요청이 접수된 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 0HGLFDUHꍌ0HGL&DOꡙꖁꧡꂹꐁ鬁龙꺱귦법駑ꍦꏒ
Molina Dual Options를 탈퇴하신 후 다른 Cal MediConnect 플랜에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다시 예전처
럼 Medicare와 Medi-Cal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 0HGLFDUHꡙꖁꧡ꺱귦ꍦꏒ
Medicare 혜택 이용 방법은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Medicare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당사 Cal
MediConnect 플랜 멤버십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ꏽ鏺韱귦
0HGLFDUH鎱鍒뱉黙 굅0HGLFDUH
$GYDQWDJH뱉黙 鵍駑껍鏦귑鎱꺁
듦꾮법鐝ꡙꖁꧡ냽괪韱괍鎭뀹법駑
鏺귭3$&( 꿂벦颵꺵똽곱뱁龙锵黥 
龙ꏽ鏺

ꍦꏒ깽騡꺉鐹鍖꧲騅騡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
하십시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PACE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55-921-PACE(7223)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California 주 의료보험 카운슬링 및 권익 옹호 프로
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HICAP)에 1-800-434-022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거주 지역 내 HICAP 사무소를 찾아
보시려면 www.aging.ca.gov/HICAP/ 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새 플랜의 보장 적용이 시작되면 Molina Dual Options에
서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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ꍦꏒ깽騡꺉鐹鍖꧲騅騡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
하십시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California 주 의료보험 카운슬링 및 권익 옹호 프로
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HICAP)에 1-800-434-022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거주 지역 내 HICAP 사무소를 찾아
보시려면 www.aging.ca.gov/HICAP/ 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Original Medicare의 보장 적용이 시작되면 Molina Dual
Options에서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ꏽ鏺韱귦
ꐁ鬁꺕0HGLFDUH돕ꍦ겺뱉黙괃꺱
2ULJLQDO0HGLFDUH龙ꏽ鏺
뀹꺕벪: Original Medicare로 변경
하고 별도의 Medicare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님께서
Medicare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를 밝히지 않는 한 Medicare가 회원님
을 의약품 플랜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
다.
고용주 또는 노조 등 다른 곳에서 의
약품 보장을 받고 계신 경우 처방약
보장만 취소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보
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궁금한 점
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캘리포니
아주 의료보험 상담 및 권익 옹호 프
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HICAP)에
1-800-434-022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거주 지역 내 HICAP
사무소를 찾아보시려면 www.aging.
ca.gov/HICAP/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ꍦꏒ깽騡꺉鐹鍖꧲騅騡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
하십시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California 주 의료보험 카운슬링 및 권익 옹호 프로
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HICAP)에 1-800-434-022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나 거주 지역 내 HICAP 사무소를 찾아
보시려면 www.aging.ca.gov/HICAP/ 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Original Medicare의 보장 적용이 시작되면 Molina Dual
Options에서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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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HGL&DOꡙꖁꧡ꺱귦ꍦꏒ
당사 Cal MediConnect 플랜을 탈퇴하시면 본인이 선택하는 Medi-Cal managed care 관리형 케어 플랜
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Medi-Cal 서비스에는 대부분의 LTSS(장기 서비스 및 지원)와 행동 건강 케어가 포함됩니다.
당사 Cal MediConnect 플랜 탈퇴 요청을 하시는 경우, 어느 Medi-Cal managed care 관리형 케어 플랜
에 가입하고자 하시는지 Health Care Options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Health Care Options에 1-844-580-727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430-7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Molina Dual Options를 탈퇴
하고 Medi-Cal 관리형 케어 플랜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플랜에 가입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회원님의 지역 내 다른 플랜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사의 Cal MediConnect 플랜에서 탈퇴하시면 Medi-Cal 혜택 이용에 필요한 새 회원 ID 카드, 새 회원
핸드북, 새 제공자 및 약국 명부를 받으시게 됩니다.

( ꆡꏁꨪ꿂ꀉ閉냽뱉黙꺁룲벱꺕ꀉꡙꖁꧡꍌ꺕겺믅뵙렚꺁꺱귦법駑ꍦꏒ
Molina Dual Options를 탈퇴하시는 경우, 멤버십이 종료되고 새로운 Medicare 및 Medi-Cal 혜택 적용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기간 중에는 계속
당사 플랜을 통해 의료 케어와 의약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騶顡맵급랩겺钪괍ꡙ돕ꍦ겺꺁꾭꽙법ꢑ겹벦騅騡 보통, 처방약은 당사의 우편 주문 약
국 서비스를 포함해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ꆡꏁꨪ꺱꿂ꀉ魕駑騶꺹괍ꐎ긍껂긍ꟾ렙꺵鏺귭锵鼩벙껂긍괍騽벱ꡙ駑뤱긍꺹閉냽騶꺕
&DO0HGL&RQQHFW뱉黙꺕뵙렚꺱꼾귦魦騅騡 퇴원 전에 새 의료 혜택 적용이 시작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DO0HGL&RQQHFW뱉黙꺕ꆡꏁꨪ꺱꿂ꀉ魕駑镭럽鏺귭
다음은 Molina Dual Options가 회원님의 플랜 멤버십을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Medicare 파트 A와 파트 B 혜택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회원님의 Medi-Cal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당사 플랜은 Medicare와 Medi-Cal 자격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가시는 경우.
당사 서비스 지역 밖으로 나가 6개월 이상 머무시는 경우.
이사를 가거나 장기 여행을 떠나시는 경우, 반드시 회원 서비스에 전화해 이사/여행가시는 장
소가 당사 서비스 지역 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투옥되는 경우.
처방약에 대해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보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
회원님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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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플랜 회원이 되시려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로 회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당사에 통지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Medi-Cal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회원님의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Cal MediConnect 자
격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 두 달간 Molina Dual Option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해당 추가 기간에 회원님께서 본인의 적격성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의 자
격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자격 정보 수정 지침과 함께 회원님의 적격성 변경사항에 관한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Molina Dual Options 회원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두 달 주기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자격을 충족해
야 합니다.
두 달 주기의 마지막 날까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 Molina Dual Options에서 탈퇴 처리됩
니다.
당사는 Medicare 및 Medi-Cal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원님의 당사 플
랜 멤버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당사 플랜에 가입 당시 당사에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했고 그러한 정보가 당사
플랜에 대한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원님께서 계속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본인 및 당사 플랜의 다른
회원님께 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회원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회원 ID 카드를 주고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당사가 멤버십을 종료하는 경우, Medicare는 감찰관(Inspector General)에게 해
당 회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镭럽鎱鍒鐽齥꺱깝龙&DO0HGL&RQQHFW뱉黙렅뤱ꂹ귑돪ꍘ駑鏀鐹鐽齥魙
错꽒
회원님의 건강 관련 이유 때문에 당사가 플랜 탈퇴를 요청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Medicare에
1-800-MEDICARE(1-800-633-4227)번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DO0HGL&RQQHFW2PEXGV뱁龙锵黥에 1-855-501-3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55-847-791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騶錽뱉黙ꆡꏁꨪ꺁꿂ꀉ법駑鏺귭꓅ꄉ꺁꽙镭벝铉ꃩ
당사가 당사의 Cal MediConnect 플랜 멤버십을 종료하는 경우, 회원님께 반드시 서면으로 멤버십 종료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멤버십 종료 결정에 대해 고충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
법도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불만 제기 방법은 제9장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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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黙ꆡꏁꨪ꿂ꀉ굽鐽齥벱骑껍꡵벙꽒ꐱꂹ곸駑ꍦꏒ
당사가 멤버십을 종료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855) 665-4627(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에 회원 서
비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Health Care Options에 1-844-580-727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430-7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a.m~오후 5:00 p.m.에 California 주 의료보험 카운슬링 및 권익 옹호 프
로그램(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HICAP)에 1-800-434-0222번으로 전화하십
시오. 자세한 정보나 거주 지역 내 HICAP 사무소를 찾아보시려면 www.aging.ca.gov/HICAP/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a.m.~오후 5:00 p.m.에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1-855-501-30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55-847-791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MEDICARE(1-800-633-4227)로 Medicare에 전화하십시오(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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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ꏒ꼾鐝냽
鍙
본 장에는 Molina Dual Options의 멤버십에 적용되는 법적 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어 및 정
의는 회원 핸드북의 마지막 장에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덥齽
A. 법규에 관한 고지 ......................................................................................................................182
B. 비차별에 관한 고지 ...................................................................................................................182
C. 제2차 비용 지급자 및 Medicare와 최후 수단 비용 지급자로서 Medi-Cal에 관한 고지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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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ꏒ错괍鐽벙鐝냽
본 회원 핸드북에는 여러 가지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규는 본 핸드북에 포함되거나 설명되어 있
지 않더라도 회원님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는
Medicare 및 Medi-Cal 프로그램에 관한 연방법입니다. 그 외 다른 연방법 및 주 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
다.

% ꖁ덥ꐁ괍鐽벙鐝냽
Medicare 및 Medi-Cal과 협력하는 모든 회사 또는 기구는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회원님을 보호
하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연령, 청구 경험, 피부색, 민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증거,
성별, 유전자 정보, 서비스 영역 내 지리적 위치, 건강 상태, 의료 이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출신 국
가, 인종, 종교, 성에 따라 차별을 받거나 다르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사는 회원님의 조
상, 결혼 여부 또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회원님을 차별하거나 달리 대우하지 않습니다.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 공민권 사무국(1-800-368-1019)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00-537-769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hhs.gov/ocr 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현지 공민권 사무국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공민권 사무국에 대한 정보와 현지 공민권 사무
국을 찾아보시려면 해당 웹사이트 www.hhs.gov/oc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고 의료 케어 서비스 또는 제공자에 액세스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회원 서비스에 문의
하십시오. 휠체어 접근의 어려움과 같은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 서비스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C. 제2차 비용 지급자 및 Medicare와 최후 수단 비용 지급자로서 Medi-Cal에 관
한 고지
당사가 회원님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회원님께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먼저 보험사 또는 산재보험사가 비
용을 지급합니다.
당사에는 Medicare가 1차 비용 지급자가 아닌 혜택 대상 Medicare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프로그램은 회원 대상 의료 케어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법적 보상 책임과 관련한 주
및 연방 법규를 준수합니다. 당사는 Medi-Cal 프로그램이 최후의 수단 지급자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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꽙껢끎귑벙뮙뵁꺕꽒꺕
鍙
본 장에는 회원 핸드북 전체에 걸쳐 사용된 주요 용어 및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알파벳 순으
로 나열됩니다. 찾으려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정의에 포함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
우,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꺹ꟾꠚ붙붙鬖 $FWLYLWLHVRI'DLO\/LYLQJ$'/  식사, 화장실 사용, 옷 입기, 목욕, 양치질 등 사
람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ꌵ鏭ꟾ렙냽镆ꐱ꾭镅 $LGSDLGSHQGLQJ  회원님은 1단계 이의 제기 또는 주 정부 심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9장 참조). 이처럼 계속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미결 상태 지급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궵黕롭 $PEXODWRU\VXUJLFDOFHQWHU  병원 케어가 필요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에게 외래 환자 수술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꺱꺕꽙镭 $SSHDO  당사가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원님은 이의 제기 신청을 통해 당사에 혜택 적용 결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 등,
이의 제기에 관한 내용은 제9장을 참조하십시오.
볆鬖鎱鍒 %HKDYLRUDO+HDOWK  정신 건강과 물질사용 장애를 모두 포함해 일컫는 말입니다.
ꕉ黙鰙꺕겺믅 원 개발자인 회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처방약을 말합니다. 브랜드 의약품은 그 의약품의
무상표 버전과 성분이 동일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약회사가 제조해 판매합니다.

&DO0HGL&RQQHFW하나의 건강 플랜에 Medicare와 Medi-Cal 혜택을 한데 합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회원 ID 카드 한 장으로 모든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똽곱뱉黙 &DUHSODQ  “개별 케어 플랜(ICP)” 참조.
똽곱뱉黙ꡝ렚ꡙꖁꧡ &DUH3ODQ2SWLRQDO6HUYLFHV&32ꡙꖁꧡ  회원님의 개별 케어 플랜

(ICP)에 따라 선택 사항으로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CPO 서비스는 Medi-Cal에 따라 회원님
께서 이용 허가받은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똽곱먽 &DUHWHDP  “ICT(종합 케어 팀)” 참조.
똽꺱ꧡ鐽ꃩ껍 회원님, 건강 플랜, 회원님의 케어 제공자들과 협력해 회원님께서 필요한 케
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는 주요 책임자를 말합니다.
0HGLFDUHꍌ0HGLFDLGꡙꖁꧡ롭 &HQWHUVIRU0HGLFDUH 0HGLFDLG6HUYLFHV
&06  Medicare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CMS 연락 방법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냽괪뷉镭ꍕꡮ꺵ꡙꖁꧡ &%$6 해당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전문 간호 케어, 사회

복지 서비스, 작업 및 언어 치료 요법, 개인 케어, 가족/간병인 교육 및 지원, 영양 서비스, 교통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환자, 시설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ꄉ벪 &RPSODLQW 회원님께서 이용하는 혜택 대상 서비스나 케어에 대해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품질, 케어 품질, 당사 네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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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소속 제공자 또는 약국에 관한 일체의 우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불만 제기”에 해당하는 공식 명칭은
“고충 제기”입니다.

꿂벦궵黕붕껍껩붙ꨙꡡ &RPSUHKHQVLYHRXWSDWLHQWUHKDELOLWDWLRQIDFLOLW\&25)  주로
질병, 사고 또는 대수술 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물리치료, 사회적 및 심리적 서비
스, 호흡 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가정 환경 평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뵙렚꼾귦鏭꽒 &RYHUJHGHFLVLRQ 당사가 어떤 것을 혜택 적용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입니

다. 여기에는 혜택 대상 의약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정, 또는 회원님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당사가 지급
하는 금액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제9장에 플랜에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
다.

뵙렚騽ꟾ꺕겺믅 &RYHUHGGUXJV  해당 용어는 당사 플랜의 혜택 대상인 처방약 및 일반의약(OTC)
품목 전체를 가리키기 위한 용어입니다.

뵙렚騽ꟾꡙꖁꧡ &RYHUHGVHUYLFHV  당사 플랜의 혜택이 적용되는 전체 의료 케어,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용품, 처방약 및 비처방약, 장비 및 기타 서비스를 모두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ꉵ붑꼾괪鼆钍깞 회원님의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회원님
의 배경, 가치 및 신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추가 지침을 의료 케어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꺕ꀉ똽곱ꡙꖁꧡ꒽ 'HSDUWPHQWRI+HDOWK&DUH6HUYLFHV'+&6  California 주(본 핸드북에
서 보통 “주 (정부)”라고 일컬음)에서 Medicaid 프로그램(California 주에서는 “Medi-Cal”이라고 부름)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鐽ꃩ뵒꺕ꀉ똽곱꒽ 'HSDUWPHQWRI0DQDJHG+HDOWK&DUH'0+&  California 주 당국의 건강
플랜 규제 담당 기관입니다. DMHC는 Cal MediConnect 가입자들의 Medi-Cal 서비스 관련 이의 제기 신
청 및 불만 제기를 도와 드립니다. DMHC는 독립 의료 심사(IMR)를 실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렅뤱 'LVHQUROOPHQW  당사 플랜 멤버십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탈퇴는 자발적(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본인의 선택이 아님)일 수도 있습니다.

꺕겺믅騥鐁 당사 의약품 목록에는 의약품 그룹이 있습니다. 무상표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또는 일반
의약(OTC) 품목이 의약품 단계에 해당합니다. 의약품 목록에 있는 모든 약은 세(3) 가지 단계 중 하나에
속합니다.

韱钩ꡮ껅駑꺕ꀉ껢ꖁ 'XUDEOHPHGLFDOHTXLSPHQW'0( 회원님께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담당 의사가 주문해 주는 특정 용품입니다. 이러한 품목의 예로는 휠체어, 목발, 전동 매트리스 시
스템, 당뇨 용품, 제공자가 가정용으로 주문한 병원 침대, IV 주입 펌프, 발성 장치, 산소 장비 및 공급 장
치, 분무기, 보행기가 있습니다.

꺎镆ꟾ붦 (PHUJHQF\  의료적 응급 상황이란 회원님 본인 또는 건강과 의학에 대해 평균적인 지식

을 가진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망, 특정 신체 부위의 상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 기능의 상실 등을 방지하려
면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의료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적 증상은 심각한 부상
이나 심한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꺎镆똽곱 (PHUJHQF\FDUH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 받은 제공자가 제공하며 의료적 또는
행동 건강 응급 상황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혜택 대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굅궵 ([FHSWLRQ  보통은 혜택 대상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특정 규정이나

한도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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듑錽냽긍 ([WUD+HOS  제한된 소득 및 재원을 가진 회원이 보험료, 공제액, 자기부담금과 같은

Medicare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edicare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지원(Extra
Help)은 “저소득 보조금” 또는 “LIS”라고도 합니다.

ꉱꟾ뮙꺕겺믅 *HQHULFGUXJ  브랜드 의약품 대신 사용해도 좋다고 연방 정부가 승인한 처방약을

말합니다. 무상표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과 그 성분이 동일합니다. 대개 브랜드 의약품보다 저렴하면
서 효과는 동일합니다.

鐝듦 *ULHYDQFH  당사 또는 당사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또는 약국에 대해 회원님께서 제기하는 불만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건강 플랜에서 제공하는 케어 품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 포함됩
니다.

꺕ꀉꐱ봕떱귱ꃾꍌ铉꺲굶뵵뱁龙锵黥 +HDOWK,QVXUDQFH&RXQVHOLQJDQG$GYRFDF\
3URJUDP+,&$3  Medicare에 관한 객관적 정보와 카운슬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ICAP 연락 방법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鎱鍒뱉黙 +HDOWKSODQ  의사, 병원, 약국,

장기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제공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또한 이용하고 계신 모든 제공자 및 서비
스 관리를 도와줄 케이스 관리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鎱鍒깁봕묆錽 +HDOWKULVNDVVHVVPHQW 환자의 의료 이력 및 현재 상태에 대한 검토입니다. 환

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錽꽒鎱鍒鬁귭ꌵ +RPHKHDOWKDLGH 개인 케어(예: 목욕, 화장실 사용, 옷 입기 또는 처방된 운동
실시하기)를 돕는 일과 같이, 면허가 있는 정식 간호사 또는 치료사의 전문 스킬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 건강 도우미는 간호사 면허가 없으며 치료 요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뵵ꧡ뱹ꧡ말기 예후 환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는 케어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말기 예후
환자란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살 가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말기 예후 회원님은 호스피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간병인이 한 팀을 이루어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신앙적 필요를 포함
한 총체적인 환자 케어를 제공합니다.
Molina Dual Options는 회원님의 거주 지역내 호스피스 제공자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꼾꽅벙돪钩 (의사나 병원 등) 제공자가 서비스에 대한 플랜의 비용 부담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회원님에게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또는 처방을 받을 때 Molina Dual Options 회원 ID 카드를 보
여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으시는 경우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Molina Dual Options가 회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원님은 비용을 분담하지 않
습니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회원님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鬂ꃺ꺕ꀉꨩ ,QGHSHQGHQW0HGLFDO5HYLHZ,05  당사가 의료 서비스나 치료에 대한 회원님

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회원님은 당사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회원님의 상황이 DME 용품 및 의약품을 포함한 Medi-Cal 서비스 관련 사안인 경우 회원
님은 캘리포니아주 DMHC(관리형 의료케어부)에 IM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MR은 당사 플랜에 참여
하고 있지 않은 의사들이 사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IMR 결정이 회원님께 유리하게 내려지는 경우, 당
사는 반드시 회원님이 요청한 서비스 또는 치료를 회원님께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님은 IMR 비용을 전
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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鬂ꃺ꺕뵎뷉 ,QGHSHQGHQW3K\VLFLDQ$VVRFLDWLRQ,3$ IPA는 Molina Dual Options 회원

을 진료하도록 Molina Dual Options와 계약된 회사로 의사, 전문가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모
여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IPA가 회원님의 모든 의료적 필요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실험실 테스트, X선 촬영, 입원 및 외래 환자 병원 서비스가 포
함됩니다.

鍙ꐁ똽곱뱉黙 ,&3鵍駑똽곱뱉黙 케어 플랜에는 회원님의 주요 건강 관련 우려 사항, 목표, 요

구 및 회원님이 필요로 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플랜에는 의료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장
기 서비스 및 지원(LTSS)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껂긍붕껍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회원님

께서 정식으로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밤을 지내더라도 입원 환자가 아니라 외래 환자로 간주되
거나 관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꿂벦똽곱먽鵍駑똽곱먽 ,&7鵍駑똽곱먽  케어 팀에는 회원님의 주치의, 케이스 관리자, 다른

전문의, 간병인 또는 회원님이 필요로 하는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케어 팀은 회원님의 케어 플랜 수립 또는 업데이트를 돕습니다.

뵙렚騽ꟾ꺕겺믅ꇦ龚 꺕겺믅ꇦ龚  플랜의 혜택 대상인 처방 및 일반의약(OTC) 품목 목록입니다.

플랜은 의사 및 약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목록에 포함될 의약품을 선정합니다. 의약품 목록에 보면 약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 목록은 “처방집”이라고도 부릅니다.

껢镭ꡙꖁꧡꍌ냽긍 /RQJWHUPVHUYLFHVDQGVXSSRUWV/766  LTSS는 장기적으로 의료적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대부분은 회원님께서 요양 시설이나 병원
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집에서 지내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입니다. LTSS에는 다목적 고령자 서비스
프로그램(MSSP),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CBAS), 간호 시설/아급성 케어 시설(NF/SCF)에서의 장기
케어 등이 포함됩니다.

꼽鰚ꐱ꾭镅 /RZLQFRPHVXEVLG\/,6  “추가 지원(Extra Help)” 참조.
0HGL&DO California 주의 Medicaid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Medi-Cal은 주 당국에서 운영하며, 그 비용
을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부담합니다.
장기 서비스 및 지원과 의료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원이 제한적인 사람들
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Medicare 혜택 대상이 아닌 추가 서비스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Medicaid 프로그램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Medicare 및 Medicaid에 대한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대
부분의 건강 케어 비용에 대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Medi-Cal 연락 방법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0HGL&DO뱉黙LTSS, 의료 장비 및 교통비 등 Medi-Cal 혜택만 적용하는 플랜을 말합니다. Medicare

혜택은 별도입니다.

꺕벖꼾깹龙벁귑 0HGLFDOO\QHFHVVDU\  회원님의 의료적 상태를 예방, 진단 또는 치료하거나 현

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공급품 또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병
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케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행위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현재 Medicare 또는 Medi-Cal 혜택 적용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공급 용
품 또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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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GLFDUH 65세 이상 개인, 특정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 일부 개인, 그리고 말기 신장 질환(보통 투석

또는 신장 이식을 요하는 영구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Medicare
대상자들은 Original Medicare 또는 관리형 케어 플랜을 통해 Medicare 의료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
니다("건강 플랜" 참조).

0HGLFDUH$GYDQWDJH뱉黙 민간 회사를 통해 플랜을 제공하며 'Medicare 파트 C' 또는 'MA Plans'로
도 알려진 Medicare 프로그램입니다. Medicare는 이러한 회사에 회원의 Medicare 혜택 적용을 위한 비
용을 지급합니다.

0HGLFDUH뵙렚꼾귦ꡙꖁꧡ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 혜택 대상 서비스입니다. 당사 플랜을 포함

해 모든 Medicare 의료 플랜은 반드시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 혜택 대상 서비스를 모두 혜택 대상으
로 해야 합니다.

0HGLFDUH0HGL&DO錽껂껍 꺱끎껍鏦듦꾮  Medicare와 Medi-Cal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개

인입니다. Medicare-Medi-Cal 가입자는 “이중 자격 충족 개인”이라고도 합니다.

0HGLFDUH멉맵$ 대부분의 의료적으로 필요한 병원, 전문 요양 시설, 가정 건강 및 호스피스 케어 혜
택을 제공하는 Medicare 프로그램입니다.
0HGLFDUH멉맵% 질병 또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검사실 검사, 수술, 의사

진찰 등)와 용품(휠체어, 보행기 등) 혜택을 제공하는 Medicare 프로그램입니다. Medicare 파트 B 혜택
은 여러 가지 예방 및 검사(스크리닝)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0HGLFDUH멉맵& 민간 의료 보험사들이 Medicare Advantage 플랜을 통해 Medicare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Medicare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0HGLFDUH멉맵' Medicare 처방약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줄여서 “파트 D”라고 부릅
니다.) 파트 D 혜택은 외래 환자 처방약, 백신, 그리고 Medicare 파트 A 또는 파트 B 또는 Medi-Cal 혜택
대상이 아닌 일부 용품에 적용됩니다. Molina Dual Options에는 Medicare 파트 D가 포함됩니다.
0HGLFDUH멉맵'꺕겺믅Medicare 파트 D 혜택 대상인 의약품. 의회는 특정 카테고리 의약품들을
파트 D 의약품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Medi-Cal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뷉긍 騶뱉黙뷉긍鵍駑뱉黙뷉긍  Medicare와 Medi-Cal 가입자로 혜택 대상 서비스 이용 자격

을 충족하고, 당사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며,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와 주 당국이 그 가입을 확인한 개인을 말합니다.

뷉긍벵鰙꒾鐹鐲鍙꽒ꐱ 이 문서에는 회원 가입 양식 및 일체의 기타 첨부 문서 또는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님께 적용되는 혜택, 당사의 의무, 회원의 권리, 그리고 당사 플랜의 회원으로서 회
원의 의무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뷉긍ꡙꖁꧡ 0HPEHU6HUYLFHV  회원 멤버십, 혜택, 고충 사항, 이의 제기 등과 관련한 회원의 질문
에 응답해 드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당사 플랜 소속 부서입니다. 회원 서비스 연락 방법은 제2장을 참조
하십시오.

騡ꇦ꼾鐝齶껍ꡙꖁꧡ뱁龙锵黥 0XOWLSXUSRVH6HQLRU6HUYLFHV3URJUDP0663 요양원

시설에 들어가는 대안으로, 장애가 있고 65세 이상인 Medi-Cal 자격 충족 개인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 기
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顡맵급랩겺钪 1HWZRUNSKDUPDF\  당사 플랜 회원님께 처방약을 제공하는데 동의한 약국
(드럭 스토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국은 당사 플랜과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소속 약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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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 네트워크 소속 약국에서 조제된 경우에 한해 처방약 비용을
지급합니다.

顡맵급랩꽙鐲껍 1HWZRUNSURYLGHU  “제공자”는 회원님께 서비스와 케어를 제공해 주는 의

사, 간호사 및 그 외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제공자”라는 말에는 회원님께 의료 케어 서비스, 의료
장비 및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을 제공하는 병원, 가정 의료 기관, 클리닉 및 기타 장소가 포함됩니
다.
Medicare와 주 당국으로부터 의료 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면허 또는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합니
다.
당사 의료 플랜과 공조하고 당사의 비용 지급을 수락하며 당사 회원님들께 추가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그 제공자를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플랜 회원으로 계시는 동안은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를 통해 혜택 대상 서비스를 받으
셔야 합니다. 네트워크 제공자들은 “플랜 소속 제공자”라고도 부릅니다.

귑곎긍鵍駑귑곎ꨙꡡ 1XUVLQJKRPHRUIDFLOLW\  본인의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는 없지만 병원
에 입원해 있을 필요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케어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굱꒽냅ꄥ 2PEXGVPDQ  회원님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님이 거주하시는 주에 위치한 사무실
입니다. 문제나 불만이 있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취해야 할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
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Cal MediConnect Ombuds 프로그램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본 핸드북의 제2장 및 제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镭鐽멍꽒 2UJDQL]DWLRQGHWHUPLQDWLRQ  본 플랜, 또는 소속 제공자들 중 한 곳에서 서비스가 혜

택 대상인지 여부, 또는 혜택 대상 서비스에 대해 회원님께서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
리는 경우 이를 기관 판정이라고 부릅니다. 본 핸드북에서는 기관 판정을 “혜택 적용 결정”이라고 부릅
니다. 제9장에 플랜에 혜택 적용 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ULJLQDO0HGLFDUH 镭꾱0HGLFDUH鵍駑볆깁ꐁ錽꽙0HGLFDUH : Original Medicare는 정부
가 제공합니다. Original Medicare에서는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케어 제공자들에게 미 의회가 정한 금
액을 지급함으로써 Medicare 서비스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케어 제공자가 Medicare를 수락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Original
Medicare에는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의 2개 파트가 있습니다.
Original Medicare는 미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당사 플랜에 등록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Original Medicare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顡맵급랩궵꒽겺钪 2XWRIQHWZRUNSKDUPDF\ 당사 플랜과 공조해 당사 플랜 회원님들께 혜

택 대상 의약품을 조율 또는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약국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대부분은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당사 플랜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顡맵급랩궵꒽꽙鐲껍鵍駑顡맵급랩궵꒽ꨙꡡ당사 플랜이 고용, 소유 또는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 플랜 회원님들께 혜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공자 또는 시설을 말합니
다.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 또는 시설에 관한 설명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꺹ꍕ꺕겺 2YHUWKHFRXQWHU27& 믅ꇦ 일반의약품은 회원님이 의료 케어 전문가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멉맵$“Medicare 파트 A” 참조.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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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Molina Dual Options 회원 핸드북

제12장: 중요한 표현의 정의

멉맵%“Medicare 파트 B” 참조.
멉맵&“Medicare 파트 C” 참조.
멉맵' “Medicare 파트 D” 참조.
멉맵'꺕겺믅“Medicare 파트 D 의약품” 참조.
鍙꺵鎱鍒꽒ꐱ ꐱ뵵ꍘ駑鎱鍒꽒ꐱ麹鐝鬁벥 3+,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의사 방문 및 의
료 이력과 같은 회원님 및 회원님의 건강에 관한 정보. Molina Dual Options가 회원님의 PHI를 보호, 이
용 및 공개하는 방법과 회원님의 PHI 관련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olina Dual Options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뀹떕꺕 3ULPDU\FDUHSURYLGHU3&3  PCP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회원님께서 가장 먼저

진찰을 받는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입니다. PCP는 회원님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원님의 케어에 관해 다른 의사 및 의료 케어 제공자들과 상의하고 그쪽으로 케어를 의뢰
하기도 합니다.
여러 Medicare 의료 플랜의 경우, 회원님은 다른 의료 케어 제공자의 진찰을 받기 전에 반드시
PCP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PCP로부터 케어를 받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꽁꧶꺵 3ULRUDXWKRUL]DWLRQ Molina Dual Options로부터 특정 서비스나 약물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거나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이용하려면 회원님의 PCP가 서비스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님께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Molina Dual Options는 서비스나 약물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의료 서비스 중에는 담당 의사나 다른 네트워크 제공자가 당사 플랜으로부터 사전에 승
인을 받아야만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 플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혜택 대상 서비스는 제4장의 혜택 차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당사 플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의약품은 혜택 대상 의약품 목록에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꿂벦颵꺵똽곱뱁龙锵黥 3URJUDPIRU$OO,QFOXVLYH&DUHIRUWKH(OGHUO\3$&( 뱉黙 자
택에서 지내려면 더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55세 이상 개인을 위해 Medicare와 Medi-Cal 혜택을 종
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ꐱ돝ꍌꐱ껢钩 담당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케어 제공자가 주문한 의료 장비를 말합니다. 혜택이 적용
되는 항목으로는 팔, 등, 목 보조기; 의족, 의수; 인공 안구; 및 조루술 보조기와 장 및 비경구 영양 치료를
포함한 체내 기관 및 기능을 대체할 장비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믅넅鍙ꡝ镭钩 4XDOLW\LPSURYHPHQWSURJUDP4,2  Medicare 이용자들을 위한 케어 품질 개

선을 돕는 의사들과 그 외 의료 케어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고 환
자들에게 제공되는 케어의 품질을 확인 및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해당 주 QIO에 연락 방법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鼆꽙벙 4XDQWLW\OLPLWV  회원님께서 받을 수 있는 의약품 양에 적용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제한
대상은 처방약 1회 조제당 혜택 대상 의약품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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꺕鿭의뢰는 회원님의 주치의(PCP)가 아닌 사람을 이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회원님의 PCP가

의뢰서로 알려진 서비스 승인 요청 양식(Service Authorization Request Form)을 Molina Dual Options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Molina Dual Options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
공할 수 없습니다. 여성 건강 관련 전문의 등 특정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의뢰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의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에서, 의료서가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껩붙ꡙꖁꧡ질병, 사고 또는 대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재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을 참조하십시오.

ꡙꖁꧡ냽괪 6HUYLFHDUHD  건강 플랜이 거주 지역에 따라 멤버십을 제한하는 경우 회원님을 받는
지리적 지역을 의미합니다. 회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의사와 병원을 제한하는 플랜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님이 정기(비응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사의 서비스 지역 거주자
인 경우에만 Molina Dual Option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ꖁ귦꒽騱꓁ 6KDUHRIFRVWV  회원님의 의료 케어 비용 중 Cal MediConnect 혜택이 적용되기 전까
지 매달 회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은 회원님의 소득 및 재원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꽁ꉵ귑곎ꨙꡡ 6NLOOHGQXUVLQJIDFLOLW\61)  전문 요양/간호 케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직원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요양 시설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 재활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꽁ꉵ귑곎ꨙꡡ 61) 똽곱 전문 요양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매일 제공되는 전문 요양/간호 케어 및
재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문 요양 시설 케어의 예로는 정식 간호사(RN) 또는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물리치료 또는 정맥내(IV) 주사가 있습니다.
꽁ꉵ꺕 6SHFLDOLVW  특정 질병 또는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해 의료 케어를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뀹꽒꒽ꨩꃩ 6WDWH+HDULQJ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는 Medi-Cal 서비스
를 요청하거나, 당사가 회원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Medi-Cal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회원님은 주 정부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심리 결정이 회원에게 유리하게 내
려지는 경우, 당사는 반드시 회원님이 요청한 서비스를 그 회원님께 제공해야 합니다.
騥鐁꼾떕ꀉꏒ 6WHSWKHUDS\  회원님이 요청하는 의약품에 혜택 적용을 결정하기 전에 회원님이
다른 의약품을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혜택 적용 규정입니다.

ꐱ꾭ꐱ껢鰚 6XSSOHPHQWDO6HFXULW\,QFRPH66,  사회보장부(Social Security)가 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원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월 지급 혜택입니다. SSI
혜택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과는 다릅니다.

镱镆똽곱 8UJHQWFDUH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즉시 케어가 필요한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상

태에 직면했을 때 받는 케어입니다.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없거나 회원님께서 그 쪽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긴급하게 필요한 케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넅ꉵ꺱껅駑鏺귭 Molina Dual Options에 다음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 665-4627, TTY:
711번,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 (현지 시간).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껍꡵벙벪은
www.MolinaHealthcare.com/Dual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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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665-4627(무료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
휴일, 정상 업무 시간 이외 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셀프서비스 및 음성 메일
옵션 등과 같은 보조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서비스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을 위해 무료 언어 통
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7<

711
무료 전화입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 a.m.~오후 8 p.m.(현지 시간)

멦ꧡ

의료 서비스:
팩스: (310) 507-6186
파트 D(의약품) 서비스:
팩스: (866) 290-1309

귭뫵

의료 서비스:
200 Oceangate, Suite 100
Long Beach, CA 90802
파트 D(의약품) 서비스:
7050 Union Park Center, Suite 200
Midvale, UT 84047

긶꺱맵

www.MolinaHealthcare.com/Duals

CAD02ECKO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