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및 가족 플랜

개인 및 가족

Health Net를  
통해 이용 가능한

 플랜

보장에 대해서는 www.healthnet.com으로 가서 오늘 바로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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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지 귀하 건강 보험의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귀하에게는 가입 전 본 플랜의 계약서 
및 보험 보장의 증표(Evidence of Coverage, EOC)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문서의 사본을 
구하려면 귀하의 공식 Health Net 에이전트 또는 Health Net 영업사원에게 1-877-609-8711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입 후 받게 되실 본 플랜의 보험 플랜 계약서 및 EOC에는 
Health Net 보험 보장의 약관뿐만 아니라 정확한 계약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후 본 문서와 해당 플랜의 보험 플랜 계약서 및 EOC를 꼼꼼히 살펴 읽으시고 특히 특별 건강 
의료 필요사항에 적용되는 모는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본 문서에 포함된 건강 혜택 
및 보장 도표는 보험 보장 혜택 비교 분석을 돕기 위함입니다.

본 공개 양식에서 설명된 보장은 의료개혁법안(A�ordable Care Act, ACA)에 따른 기본 건강 
혜택 보장의 요구사항과 일치합니다. 기본 건강 혜택은 연간 금액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공개 양식에서 설명된 혜택은 인종, 민족, 출신국가,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취향, 유전자 
정보, 또는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으며 사전에 존재한 병력 또는 배제 기간의 구속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또는 무슨 공급자 그룹이 귀하에게 건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읽어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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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Net HMO CommunityCare Network 
건강 플랜 서비스 지역 및 CommunityCare 
Network 의료진 및 병원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한 본 중요 공지를 
읽어보아 주십시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본 Health Net HMO 
CommunityCare Network("CommunityCare 
Network") 플랜은 CommunityCare Network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 CommunityCare 
Network 소속 의료진 또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 
CommunityCare Network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CommunityCare Network 소속 의료진 

또는 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CommunityCare Network 일차진료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조 서비스, 약국 또는 보장되는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용품은 아무 
Health Net 협약 보조 공급자, 약국 또는 행동 
건강 공급자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Health Net HMO CommunityCare 네트워크 플랜하에서 보장되는 
서비스 받기
공급자 유형 병원 의사 보조 서비스 약국 행동 건강
다음으로부터 
이용 가능

1 CommunityCare 
Network 
병원에서만

1 CommunityCare 
Network 
병원에서만

Health Net와 
협약을 맺은 모든 
보조 공급자

Health Net와 
협약을 맺은 
약국

Health Net와 
협약을 맺은 모든 
행동 건강 공급자

1 의료진 및 병원 서비스에 대한 본 플랜의 혜택은 CommunityCare Network 의료진 또는 병원으로부터 반든 
보장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이에서 제외됩니다. (1) 귀하 의료그룹 및 모든 
응급진료로부터 반경 30마일 밖에 있을때 긴급하게 필요했던 의료 서비스, (2) CommunityCare Network 
소속이 아닌 공급자에 대한 의뢰는 귀하 CommunityCare Network 의료그룹에 의해 발급된 경우 보장됩니다. 
(3) Network provider when authorized by Health Net에 의해 승인된 경우, CommunityCare Network 소속이 
아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보장 서비스.

CommunityCare Network 서비스 
지역과 의료진 및 병원 공급자 목록은 
Health Net CommunityCare Network 
공급자 명부에 있으며 이는 온라인 
주소 www.healthnet.com으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 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Health Net CommunityCare Network 공급자 
명부는 다른 Health Net 공급자 명부와는 
다릅니다. 

주의: Health Net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의료진 및 병원이 CommunityCare Network
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CommunityCare 
Network에서 참여자로 구체적으로 인식된 
의료진과 병원만이 위의 도표에서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플랜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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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책자에 담긴 다음 
약관을 이용하십시오는 위에서 설명한 
CommunityCare Network를 가리킵니다. 

• Health Net

• Health Net 서비스 지역

• 병원

• 회원 의사, 협약 의료진 그룹, 일차진료의, 
의사, 협약 공급자, 계약을 맺은 의료진 
그룹, 계약을 맺은 공급자

• 네트워크

• 공급자 명부

CommunityCare Network 서비스 지역, 
Community Care Network PCP 선택하는 
방법 또는 전문의 진료 받기 또는 본인의 
보험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Health Net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77-609-8711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Health Net PureCare HSP Network 건강 플랜 
서비스 지역 및 PureCare Network 의료진 및 
병원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에 관한 본 
중요 공지를 읽어보아 주십시오.
응급상황과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본 Health Net PureCare 
HSP("PureCare Network") 플랜은 PureCare 
HSP Network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 
PureCare HSP Network 소속 의료진 또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 PureCare Network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PureCare Network 소속 의료진 
또는 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차진료의(Primary Care Physician, 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조 서비스, 약국 또는 
보장되는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용품은 아무 
Health Net 협약 보조 공급자, 약국 또는 행동 
건강 공급자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Health Net PureCare HSP 네트워크 플랜하에서 보장되는 서비스 받기
공급자 유형 병원 의사 보조 서비스 약국 행동 건강
다음으로부터  
이용 가능

1 PureCare 
Network 
병원에서만

1 PureCare 
Network 
의료진에서만

Health Net와 
협약을 맺은 모든 
보조 공급자

Health Net와 
협약을 맺은 
모든 약국

Health Net와 
협약을 맺은 모든 
행동 건강 공급자

1 의료진과 병원 서비스에 대한 본 플랜의 혜택은 응급상황과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를 제외하고 PureCare 
Network과 협약된 의료진 또는 병원에서 받은 보험 보장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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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Care Network 서비스 지역과 
협약 의료진 및 병원 공급자 목록은 
Health Net PureCare HSP Network 공급자 
명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웹사이트 주소 www.healthnet.com에 가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Health Net 의 고객서비스 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Health Net PureCare HSP Network 공급자 명부 
는 다른 Health Net 공급자 명부와는 다릅니다. 

주의: Health Net와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이 전부 PureCare Network
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PureCare Network
에서 참여자로 구체적으로 구별된 의료진과 
병원만이 위의 도표에서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플랜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책자에 담긴 
다음 약관을 이용하십시오는 위에서 설명한 
PureCare Network를 가리킵니다.

• Health Net

• Health Net 서비스 지역

• 병원

• 일차진료의, 협약 의료진, 의사, 협약 
공급자, 계약을 맺은 공급자

• 네트워크

• 공급자 명부

PureCare Network 서비스 지역, PCP 
선택하는 방법 또는 본인의 보험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Health Net 고객 
서비스 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귀하 및 가족을 위한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보장 

Health Net는 다음 건강 의료 
보장 옵션을 개인 및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HMO – 당사의 개인 및 가족 플랜 
건강관리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플랜들은 단일 의사로 
하여금 예상 가능한 비용에 본인들의 
의료 진료를 조율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CommunityCare HMO 네트워크에서 
일차진료의(PCP)라 불리는 주치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담당 PCP는 귀하 모든 
건강 진료를 관장하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승인을 발급합니다. 
당사 HMO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Health Net CommunityCare Network 소속 
의료진 또는 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SP – 당사의 개인 및 가족 플랜인 건강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 Plan, HSP) 
플랜은 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아무 협약 
의사 또는 건강 의료 전문인의 진료를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PureCare HSP 네트워크에서 담당 PCP
를 선택해야 하지만 의뢰서 발급받지 
않고 당사 네트워크에 소속된 아무 협약 
공급자에게 언제든지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HSP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Health Net PureCare Network 소속 협약 
공급자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MO가 귀하께 바른 선택일까요?
당사 HMO 플랜을 이용할 경우, 귀하는 PCP
를 선택해야 합니다. 담당 PCP는 귀하에게 
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이를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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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는 귀하가 합리적으로 의료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 자택에서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진료소가 있으며 
해당 의료진 그룹의 요구조건의 구속을 
받지만 귀하 또는 가족원을 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당사 Health Net CommunityCare 
네트워크 소속의 협약자인 분을 PCP로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소아과 의사를 PCP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PCP를 지정하기 전까지 Health Net가 
귀하에게 한 분 지정해 드릴 것입니다. 
PCP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Health Net CommunityCare 서비스 지역에 
있는 협약 PCP 목록은  Health Net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귀하의 공식 Health Net 중계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담당 PCP는 귀하 모든 건강 진료를 관장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승인을 
발급합니다. 일반의, 가정의, 내과의,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OB/GYN)를 PCP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귀하로부터 일정 코페이(공동부담금)
만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 진료를 받으려면 
ID 카드를 제시하고 적절한 코페이를 
지불하십시오.

아래에 명시된 것처럼 산부인과 방문을 
제외하고 병원, 전문의, 기타 건강 의료 
공급자를 통해 진료 또는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첫 치료 및 상담에 대해서는 
담당 PCP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자들이 추천한 모든 치료는 반드시 담당 
PCP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산과 또는 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당사 
네트워크 소속 건강 의료 전문인으로부터 
산과 또는 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Health Net 또는 기타 다른 분(PCP 포함)
의 사전 승인(HMO) 또는 사전 인가(HSP)

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 의료 
전문인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
(HMO) 또는 사전 인가(HSP) 구하기, 
사전 승인된 치료 계획 또는 의뢰서 
발급을 위한 절차 따르기를 포함한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과 또는 
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협약 건강 의료 
전문인 목록은 Health Net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귀하의 공식 Health Net 중계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정신장애, 약물 중독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정보는 본 문서의 
"정신 장애 및 약물중독 서비스" 섹션을 
참조해 주십시오.

귀하 PCP는 협약 의료진 그룹이라 불리는 
건강 의료 전문인으로 구성된 대형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면 귀하 PCP는 이 그룹내의 한 
분에게 귀하를 의뢰해 드릴 것입니다.

HSP가 귀하께 바른 선택일까요?
Health Net HSP를 선택하면 아무 PureCare 
HSP 협약 공급자에게 직접 갈 수 있습니다. 
Health Net PureCare HSP 협약 공급자 
명부에서 진료 받고 싶은 공급자를 찾은 
후 진료 예약을 정하면 됩니다. 협약 
공급자들은 전액 납부금으로 약정된 
요금이라 불리는 특별 요금을 받습니다. 
귀하 비용 공유분은 이 약정 요율에 
기초합니다. HSP 플랜의 모든 혜택
(응급상황 및 긴급하게 필요한 진료 제외)은 
반드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를 잘 알고 귀하가 신뢰하는 의료진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건강 
의료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ureCare HSP에서는 귀하와 
각 가족원에 대해 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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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를 선택할 때 의료 진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귀하 자택과 충분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협약 의사를 선택하십시오. 
PCP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Health Net PureCare HSP 서비스 지역에 있는 
협약 PCP 목록은 Health Net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귀하의 Health Net 공식 중계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일반의, 가정의, 내과의, 소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OB/GYN)를 PCP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PureCare HSP 플랜에서 보장되는 비용의 
일부는 비인증 벌칙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증 요구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HSP 플랜만을 위한 
인증 요구조건"을 참조하십시오.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
일부 HMO 및 HSP 플랜의 경우,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이 특정 
서비스에 있어 요구되며 최대본인부담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혜택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귀하 플랜이 보험 
혜택을 지불하기 전에 귀하는 반드시 연간 
디덕터블에 상응한 인정된 서비스에 대한 
보험 보장 비용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디덕터블이 만족된 후에는 개인 또는 가족 
최대본인부담금이 충족되지 전까지 기타 
적용 가능한 코페이(공동부담금)에 대한 
지불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있는 가족 회원일 
경우, 한 가족분에 대한 금액을 충족하거나 
전체 가족이 가족 금액에 도달했을 때 
디덕터블을 만족하게 됩니다. 가족 
디덕터블은 개인 디덕터블의 2배입니다. 
만약 플랜에 연간 디덕터블이 있다면 해당 
디덕터블은 HMO Plus 플랜 또는 HSP Plus 
플랜하에서 치과와 비전 서비스 혜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고지의무서에 있는 

"선택적 치과 및 비전 보장(19세 이상 대상)"
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플랜에 연간 
디덕터블이 있으면 HMO Plus 플랜 또는 
HSP Plus 플랜하에서 치과 및 비전 서비스 
혜택에 대한 코페이는 해당 디덕터블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최대본인부담금

귀하 또는 귀하 가족원이 보장되는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코페이와 
디덕터블은 개인 또는 가족 최대본인부담금
(Out-Of-Pocket Maximum, OOPM)에 
적용됩니다. 가족 OOPM은 개인 OOPM
의 2배입니다. 귀하 도는 가족원이 귀하의 
OOPM을 충족한 후에는 나머지 그해 보험년 
동안에는 보장되는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족의 개인 구성원이 본인의 개인 
OOPM을 만족하게 되면 나머지 가입된 
가족원들은 반드시 해당 가족이 지불한 
코페이와 디덕터블의 총합이 가족 OOPM에 
도달하거나 가입한 각 가족원이 개별로 개인 
OOPM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이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용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한 납부 금액은 이 
연간 OOP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HMO 
Plus 플랜 또는 HSP Plus 플랜의 치과 및 
비전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는 OOPM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본 고지의무서에 있는 
"선택적 치과 및 비전 보장(19세 이상 대상)"
을 참조해 주십시오. HSP 플랜의 경우, 
필수로 인정된 것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위약금은 연간 OOPM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음 페이지의 "HSP 플랜에만 
적용되는 인증 요구조건" 참조). 가족 OOPM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귀하와 가족이 반드시 
가족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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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 플랜에만 적용되는 인증 
요구조건

HSP 플랜의 경우, 특정 보험 보장 서비스에 
Health Net(의료) 또는 공단(정신 질환, 
약물 중독)의 서비스 받기 전 인증이라 
불리는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받기 전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250의 비인증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최대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때때로 사전인증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인증 
목록에서의 항목 추가 및 삭제와 같은 
변경사항은 협약 공급자에게 공지되며 
www.healthnet.com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인증 받았다고 해서 보험 혜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서비스들 또는 
용품들의 일부는 귀하 플랜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또는 용품이 
인증 받았어도 수혜자격 규정과 보험 혜택 
제한사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보험 혜택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환자 입원1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시설.

• 급성 재활 센터

• 약물 중독 시설

• 호스피스

• 병원

• 행동 건강 시설

• 전문 요양 시설

2. 구급차: 비응급 항공 또는 지상 구급차 
서비스

 3.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al Analysis, 
ABA) 및 자폐증과 전반발달장애에 대한 
기타 유형의 행동 건강 치료(Behavioral 
Health Treatment, BHT)

• 첫 6개월 동안은 진단 및 치료 계획의 
통보 및 인증이 필요함. 6개월 후에는 
지속적인 의료 필요성에 대해 사전 
인증이 필요함

 4. 연골세포 이식

 5. 달팽이관 이식

 6. 임상 시험 

 7. 맞춤 보장구

 8. 피부과 – 입원환자 시술

• 피부 주사 및 이식

• 박피술/화학 박피

• 레이저 치료

• 화학 박피 및 전기분해

 9. 내구성 의료장비: 

• 뼈 성장 자극기

• 지속기도양압(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 맞춤 물품

• 병원 침대

• 전동 휠체어

• 스쿠터

10. 증진된 외부역박동술(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EECP)

11. 선택적 제왕절개

12. 실험적/연구 조사적 서비스 및 신규 기술. 

13. 유전자 검사

14. 신경 또는 척수 자극기

1 유방절제(종괴절제 포함)에 따른 재건성형 또는 신장 투석에 대한 병원 입원 기간에 있어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산 후 첫 
48시간, 제왕절개 후 96시간, 또는 전반발달장애 혹은 자폐증에 대한 행동 건강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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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작업 및 언어 치료(가정 환경에서의 치료 
포함)

16. 외래환자 진단 시술:

• 심장도관술

•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

• 심장초음파검사

• 자기공명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m, MRA) 

•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 단일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 수면 연구

17. 외래환자 의약품

• 자가 주입 가능한 약물

• 의사 진료실, 독립 운영 주사실, 
외래수술센터, 외래환자 투석센터, 
또는 외래환자 병원에서 받은 
여부에 상관 없는 의사가 승인한 
특정 약물. Health Net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가셔서 인증이 
필요한 의사 승인 약물을 확인하십시오.

18. 외래환자 의사 치료 및 침술(가정 방문을 
포함한 12회 방문 초과)

19. 다음을 포함한 외래환자 외과 시술: 

• 척추수술

• 비만 시술

• 눈꺼풀성형(이마 처짐 포함)

• 유방 축소 및 확대술

• 치과 및 치과교정 서비스를 포함한 
구개열 재건술

• 복부, 넓적다리, 엉덩이, 다리, 궁둥이, 
아래팔, 팔, 손, 턱끝밑 지방 패드, 기타 
부위의 절제, 과도한 피부, 피부밑 조직
(지방절제 포함)

• 지방흡입

•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유방 절제

• 턱교정 시술(TMJ 치료 포함)

• 귀성형

• 지방층절제

• 코성형

• 비중격성형술

• 전관절 대치(엉덩이, 무릎, 어깨)

• 정맥류 치료

• 목젖입천장인두성형(UPPP) 및 레이저 
보조 UPPP

• 점막 증강술을 이용한 홍순절제

• 구강전정성형

• 엑스스탑(X-STOP)

• 구개파열 시술 위한 재건성형의 
불가분한 일부로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또는 치열교정 서비스. 구개열, 
구순열, 또는 구개열과 관련된 기타 
두개안면 기형.

20. 총 청구 금액이 $2,500을 초과한 보철물

21. 방사선 치료

22. 이식 관련 서비스

23. 성전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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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캘리포니아 보건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는 비응급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 조례(Title 28, 
Section 1300.67.2.2)를 제정하였습니다. 

중증도 분류 또는 선별검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뒷 표지에 적혀 있는 Health Net 

번호로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Health Net는 보험 보장되는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는 개인 및 
가족 플랜 HMO 또는 HSP의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하시거나 뒷 표지에 있는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선택적 치과 및 비전 보장(19세 이상)2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에는 19세 
미만의 개인에 대한 소아 치과 및 비전 
보장을 포함합니다. Health Net HMO Plus 
플랜과 Health Net HSP Plus 플랜을 통해 19세 
이상 분들은 선택적 치과 및 비전 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ealth Net "Plus" 플랜은 
Health Net 치과 및 비전 보장이 포함된 

Health Net HMO 또는 HSP 플랜입니다. 
"Plus"는 선택 보장이 추가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추가 정보는 본 공개서의 
후반부에 있는 Plus 플랜 정보를 참조하거나, 
Health Net 공인 설계사에게 문의하거나 
Health Net의 개인 및 가족 플랜부에 
1-800-909-3447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 치과 및 비전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치과 혜택은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  
(DBP)가 관리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Health Net는 비전 혜택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비전 서비스 공급자 위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yeMed Vision Care, LLC는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10

플랜 개요 – Health Net Platinum 90 HMO
CommunityCare HMO는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카운티, Kern, Riverside, San Bernardino 카운티 일부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금액 코페이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

 
없음

최대본인부담금(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4,000 / 가족: $8,0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1

 
$20

전문의 방문1 $40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2 $20

예방 의료 서비스1, 3 $0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40

임상병리 검사 $20

영상(CT/PET 스캔, MRI) $150

재활/자활 요법 $20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250 / 의사: $40

병원 서비스 
입원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시설: 일일 $250, 최대 5일
의사: $404

전문 간호 의료 일일 $150, 최대 5일5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150

긴급진료 $40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15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6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시설: 일일 $250, 최대 5일
의사/외과의: $4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20
진료 방문 이외: $0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20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10% 

호스피스 서비스 $0

자가 주사 가능 약품7(인슐린 제외): 1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처방약 보장8, 9, 10, 11 
(협약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최대 30일분)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5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15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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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2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4  단 1번의 입원환자 의사/외과의 서비스 코페이가 입원당 적용됩니다. 
입원환자 의사/외과의 서비스 코페이는 입원화자 병원 시설 서비스 
코페이와 동시에 징수됩니다. 입원환자로 첫 연속 5일 지난 후 추가 
코페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전문 요양 시설에 입원한 첫 연속 5일 후 추가 코페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7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화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화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 약품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9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10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1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화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화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2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3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4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관리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티어 IV (특별 약물)12 1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소아 치과13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소아 비전14 
정기 눈 검사

 
$0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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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개요 – Health Net Gold 80 HMO
CommunityCare HMO는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카운티, Kern, Riverside, San Bernardino 카운티 일부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금액 코페이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

 
없음

최대본인부담금(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6,200 / 가족: $12,4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1

 
$35

전문의 방문1 $55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2 $35

예방 의료 서비스1, 3 $0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50

임상병리 검사 $35

영상(CT/PET 스캔, MRI) $250

재활/자활 요법 $35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600 / 의사: $55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시설: $600/day up to 5 days
의사/외과의: $554

전문 간호 의료 일일 $300, 최대 5일5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시설: $250 / 의사: $0

긴급진료 $60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25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6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시설: 일일 $600, 최대 5일
의사/외과의: $55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35
진료 방문 이외: $0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30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20%

호스피스 서비스 $0

자가 주사 가능 약품7(인슐린 제외):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처방약 보장8, 9, 10, 11 
(협약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최대 30일분)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15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50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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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2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4  단 1번의 입원환자 의사/외과의 서비스 코페이가 입원당 적용됩니다. 
입원환자 의사/외과의 서비스 코페이는 입원화자 병원 시설 서비스 
코페이와 동시에 징수됩니다. 입원환자로 첫 연속 5일 지난 후 추가 
코페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전문 요양 시설에 입원한 첫 연속 5일 후 추가 코페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7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9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10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1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2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3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4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관리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티어 IV (특화약)12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소아 치과13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소아 비전14 
정기 눈 검사

 
$0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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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개요 – Health Net Silver 70 HMO
CommunityCare HMO는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카운티, Kern, Riverside, San Bernardino 카운티 일부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코페이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그렇지 않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혜택은 가입자 
우선부담금의 대상입니다.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1

 
개인: $2,250 / 가족: $4,500

최대 본인부담금(연간 디덕터블 포함.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6,250 / 가족: $12,5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2

 
$45 (디덕터블 면제됨)

전문의 방문2 $70 (디덕터블 면제됨)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3 $45 (디덕터블 면제됨)

예방 의료 서비스2, 4 $0 (디덕터블 면제됨)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65 (디덕터블 면제됨)

임상병리 검사 $35 (디덕터블 면제됨)

영상(CT/PET 스캔, MRI) $250 (디덕터블 면제됨)

재활/자활 요법 $45 (디덕터블 면제됨)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이용료, 의사/외과의 비용 포함)

 
20%(디덕터블 면제)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20%

전문 간호 의료 20%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시설: $250 / 의사: $50

긴급진료 $90 (디덕터블 면제됨)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25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5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2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45 (디덕터블 면제됨)
진료 방문 이외: $0 (디덕터블 면제됨)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45 (디덕터블 면제됨)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20%(디덕터블 면제)

호스피스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됨)

자가 주사 가능 약품6(인슐린 제외):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후)

처방약 보장7, 8, 9, 10, 11 
(협약 약국에서 구입한 최대 30일분까지)
처방약 연간 디덕터블

 
 
개인: $250 / 가족: $500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15 (디덕터블 면제됨)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50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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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본 플랜에서 특정 서비스와 용품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용품이 보장 받기 
전에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서비스와 용품은 보장되는 비용이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만 
보장됩니다.

 2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3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5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6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7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8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9  처방약 디덕터블은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가격의 선호 처방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처방약의 경우, 처방약 디덕터블(연간)
은 Health Net가 지불하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있는 가족 회원일 경우, 한 가족분에 
대한 금액을 충족하거나 전체 가족이 가족 금액에 도달했을 때 처방약 
디덕터블을 만족하게 됩니다.

   처방약 디덕터블은 최고흐름측정기,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기 
스페이서, 협약 약국을 통해 구입 가능한 당뇨병 용품 및 장비, 예방약, 
여성 피임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약 보장 비용은 Health Net와 
계약된 약국 가격 또는 보장되는 처방약에 대한 해당 약국의 소매가격 
이하입니다.

10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1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2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3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4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관리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티어 IV (특화약)12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후)

소아 치과13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

소아 비전14 
정기 눈 검사

 
$0 (디덕터블 면제)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디덕터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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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개요 – Health Net Platinum 90 HSP
PureCare HSP는 Kings, Los Angeles, Madera, Orange, Sacramento, San Diego, Yolo 카운티와 일부 El Dorado, Fresno, 
Kern, Nevada, Placer, Riverside, San Bernardino,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코페이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

 
없음

최대 본인부담금(연간 디덕터블 포함.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4,000 / 가족: $8,0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2

 
$20

전문의 방문2 $40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3 $20

예방 의료 서비스2, 4 $0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40

임상병리 검사 $20

영상(CT/PET 스캔, MRI) 10%

재활/자활 요법 $20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이용료, 의사/외과의 비용 포함)

 
10%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10%

전문 간호 의료 10%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시설: $150 / 의사: 10%

긴급진료 $40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15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5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1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20
진료 방문 이외: $0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10%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10% 

호스피스 서비스 $0

자가 주사 가능 약품6(인슐린 제외): 1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처방약 보장7, 8, 9, 10 

(협약 약국에서 구입한 최대 30일분까지)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5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15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25

티어 IV (특화약)11 1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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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특정 서비스는 Health Net의 사전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 인증 
없이는 추가로 $25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2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3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5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6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7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8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9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0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1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2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3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
소아 치과12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소아 비전13 
정기 눈 검사

 
$0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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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개요 – Health Net Gold 80 HSP
PureCare HSP는 Kings, Los Angeles, Madera, Orange, Sacramento, San Diego, Yolo 카운티와 일부 El Dorado, Fresno, 
Kern, Nevada, Placer, Riverside, San Bernardino,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코페이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

 
없음

최대 본인부담금(연간 디덕터블 포함.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6,200 / 가족: $12,4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2

 
$35

전문의 방문2 $55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3 $35

예방 의료 서비스2, 4 $0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50

임상병리 검사 $35

영상(CT/PET 스캔, MRI) 20%

재활/자활 요법 $35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이용료, 의사/외과의 비용 포함)

 
20%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20%

전문 간호 의료 20%

공동부담금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시설: $250 / 의사: 20%

긴급진료 $60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25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5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2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35
진료 방문 이외: $0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20%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20%

호스피스 서비스 $0

자가 주사 가능 약품6(인슐린 제외)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처방약 보장7, 8, 9, 10 

(협약 약국에서 구입한 최대 30일분까지)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15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50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70

티어 IV (특화약)11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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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특정 서비스는 Health Net의 사전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 인증 
없이는 추가로 $25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2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3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5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6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7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8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9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0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1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2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3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
소아 치과12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소아 비전13 
정기 눈 검사

 
$0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



20

플랜 개요 – Health Net Silver 70 HSP
PureCare HSP는 Kings, Los Angeles, Madera, Orange, Sacramento, San Diego, Yolo 카운티와 일부 El Dorado, Fresno, 
Kern, Nevada, Placer, Riverside, San Bernardino,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코페이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명시된 것처럼 혜택은 디덕터블의 대상입니다.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2

 
개인: $2,250 / 가족: $4,500

최대 본인부담금(연간 디덕터블 포함.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6,250 / 가족: $12,5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3

 
$45 (디덕터블 면제)

전문의 방문3 $70 (디덕터블 면제됨)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4 $45 (디덕터블 면제됨)

예방 의료 서비스3, 5 $0 (디덕터블 면제됨)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65 (디덕터블 면제됨)

임상병리 검사 $35 (디덕터블 면제됨)

영상(CT/PET 스캔, MRI) $250 (디덕터블 면제됨)

재활/자활 요법 $45 (디덕터블 면제됨)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이용료, 의사/외과의 비용 포함)

 
20%(디덕터블 면제)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20%

전문 간호 의료 20%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시설: $250 / 의사: $50

긴급진료 $90 (디덕터블 면제됨)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25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6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2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45 (디덕터블 면제됨)
진료 방문 이외: $0 (디덕터블 면제됨)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45 (디덕터블 면제됨)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20%(디덕터블 면제)

호스피스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됨)

자가 주사 가능 약품7(인슐린 제외)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처방약 보장8,9,10,11,12 
(협약 약국에서 구입한 최대 30일분까지)
처방약 연간 디덕터블

 
 
개인: $250 / 가족: $500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15 (처방약 디덕터블 면제됨)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50 (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70 (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티어 IV (특화약)13 20%, 처방전당 최대 $25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21

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특정 서비스는 Health Net의 사전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 인증 
없이는 추가로 $25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본 플랜에서 처방약을 포함한 특정 서비스와 용품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용품이 보장 받기 전에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서비스와 용품은 보장되는 비용이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만 보장됩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는 한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3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4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6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7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9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10  처방약 디덕터블은 티어 I 처방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처방약의 경우, 처방약 디덕터블(연간)은 Health Net가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있는 가족 회원일 경우, 한 가족분에 대한 금액을 충족하거나 전체 
가족이 가족 금액에 도달했을 때 처방약 디덕터블을 만족하게 됩니다. 
처방약 디덕터블은 최고흐름측정기,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기 
스페이서, 협약 약국을 통해 구입 가능한 당뇨병 용품 및 장비, 예방약, 
여성 피임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방약 보장 비용은 Health Net와 
계약된 약국 가격 또는 보장되는 처방약에 대한 해당 약국의 소매가격 
이하입니다. 

11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2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3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4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5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2

소아 치과14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 

소아 비전15 
정기 눈 검사

 
$0 (디덕터블 면제)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디덕터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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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개요 – Health Net Bronze 60 HSP
PureCare HSP는 Kings, Los Angeles, Madera, Orange, Sacramento, San Diego, Yolo 카운티와 일부 El Dorado, Fresno, 
Kern, Nevada, Placer, Riverside, San Bernardino,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코페이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명시된 것처럼 혜택은 디덕터블의 대상입니다.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2

 
개인: $6,000 / 가족: $12,000

최대 본인부담금(연간 디덕터블 포함.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6,500 / 가족: $13,0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3

 
1–3회 방문: $7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70 (디덕터블 적용)

전문의 방문3 1–3회 방문: $9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90 (디덕터블 적용)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5 1–3회 방문: $7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70 (디덕터블 적용)

예방 의료 서비스(시설 비용 및 의사/외과의 비용 포함)3, 5 $0 (디덕터블 면제됨)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100%

임상병리 검사 $40 (디덕터블 면제됨)

영상(CT/PET 스캔, MRI) 100%

재활/자활 요법 $70 (디덕터블 면제됨)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시설 이용료, 의사/외과의 비용 포함)

 
100%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100%

전문 간호 의료 100%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100%

긴급진료 1–3회 방문: $12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120 (디덕터블 적용)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10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6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10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진료 방문: $70 (디덕터블 면제)  
진료 방문 이외 방문: 0%(공제 금액 면제)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100%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100%

호스피스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됨)

자가 주사 가능 약품7(인슐린 제외) 100%, 처방전당 최대 $50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처방약 보장8,9,10,11,12,13 
처방약(협약 약국에서 구입한 최대 30일분까지)
처방약 연간 디덕터블

 
 
개인: $500 / 가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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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특정 서비스는 Health Net의 사전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 인증 
없이는 추가로 $25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본 플랜에서 처방약을 포함한 특정 서비스와 용품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용품이 보장 받기 전에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서비스와 용품은 보장되는 비용이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만 보장됩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는 한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3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4  연간 디덕터블은 첫 3번의 비예방 방문 후 적용됩니다. 비예방 방문에는 
긴급진료 방문, 전문의, 의사, 의사 보조인, 전문 간호사, 기타 의술인 
진료 방문 또는 산후 진료 방문이 포함됩니다.

 5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7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8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9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10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11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2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3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4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5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2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100%, 처방전당 최대 $50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100%, 처방전당 최대 $50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100%, 처방전당 최대 $50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티어 IV (특화약)10 100%, 처방전당 최대 $500까지(처방약 디덕터블 적용됨)

소아 치과11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

소아 비전12 
정기 눈 검사

 
$0 (디덕터블 면제)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디덕터블 면제)



24

플랜 개요 – Health Net Minimum Coverage HSP
PureCare HSP는 Kings, Los Angeles, Madera, Orange, Sacramento, San Diego, Yolo 카운티와 일부 El Dorado, Fresno, 
Kern, Nevada, Placer, Riverside, San Bernardino, Santa Clara 카운티에서 제공됩니다.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코페이 금액은 귀하가 받는 보장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코페이는 일정 
금액 또는 Health Net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에 의해 사전에 동의한 서비스 혹은 용품에 대한 Health Net 비용의 
백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코페이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지불 가능합니다. 백분율 코페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후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

평생 무제한 최대한도. 명시된 것처럼 혜택은 디덕터블의 대상입니다.

플랜 최대한도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처방약에도 적용됨)2

 
개인: $6,850 / 가족: $13,700

최대 본인부담금(연간 디덕터블 포함.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에 대한 지불금은 이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6,850 / 가족: $13,700

전문가 서비스 
진료 방문 코페이3

 
1–3회 방문: 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0% (디덕터블 적용)

전문의 방문3 0%

기타 의술 행위 진료 방문(의학상 필요한 침술 포함)5 1–3회 방문: 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0% (디덕터블 적용)

예방 의료 서비스3, 6 $0 (디덕터블 면제됨)

X-선 및 진단 영상 촬영 0%

임상병리 검사 0%

영상(CT/PET 스캔, MRI) 0%

재활/자활 요법 0%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 수술

 
0%

병원 서비스 
환자 병원 입원(산과 포함)

 
0%

전문 간호 의료 0%

응급서비스 
응급실 서비스(입원시 코페이 면제)

 
0%

긴급진료 1–3회 방문: 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0% (디덕터블 적용)

구급차 서비스(지상/항공) 0%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7 
정신/행동 건강 / 약물 남용 장애(입원환자)

 
0%

정신/행동건강/약물 남용 장애(외래환자) 1–3회 방문: 0% (디덕터블 면제)4 / 
4회 이상 방문: 0% (디덕터블 적용)

가정 건강 의료 서비스 (연간 100회 방문) 0%

기타 서비스 
내구성 의료 장비

 
0%

호스피스 서비스 0%

자가 주사 가능 약품8(인슐린 제외) 0%

처방약 보장9, 10, 11, 12 
(협약 약국에서 구입한 최대 30일분까지)
처방약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

 

의료 디덕터블과 합산

티어 I (대부분의 복제약 및 저렴한 비용의 선호 상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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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혜택 설명 회원 책임1.2

티어 II (비선호 복제약 및 선호 유명상표약) 0%

티어 III (비선호 유명상표약에 한함) 0%

티어 IV (특화약)13 0%

소아 치과14 
진단 및 예방 서비스

 
$0 (디덕터블 면제)

소아 비전15 
정기 눈 검사

 
$0 (디덕터블 면제)

안경(제한사항 적용) 연간 1쌍

본 내용은 보험 혜택의 요약본입니다. 모든 서비스, 제한사항, 또는 예외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장 약관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  특정 서비스는 Health Net의 사전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 인증 
없이는 추가로 $250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2  본 플랜에서 처방약을 포함한 특정 서비스와 용품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용품이 보장 받기 전에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서비스와 용품은 보장되는 비용이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범위까지만 보장됩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는 한 
연간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3  계획임신을 포함한 산전, 산후, 예방 의료에 대한 신생아 진료 방문은 
전액 보장됩니다.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서비스와 관련 없거나 동일한 
진료 방문 중 기타 비예방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예방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됩니다.

 4  연간 디덕터블은 첫 3번의 비예방 방문 후 적용됩니다. 비예방 방문에는 
긴급진료 방문, 전문의, 의사, 의사 보조인, 전문 간호사, 기타 의술인 
진료 방문 또는 산후 진료 방문 및 정신 장애, 화학물 의존 외래환자 
방문이 포함됩니다.

 5  침술 방문,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방문, 일차진료 또는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혜택 범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료 
방문을 포함합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척추교정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예방의료 서비스는 미국 질병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Grade A, B 권장사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해 채택된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실천사항(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건강 
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에 지원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예방 건강 의료에 대한 지침에 
기초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서비스가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해 
보장됩니다. 예방의료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임신에 대한 예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진단적 예방 절차, 예방 비전 및 청력 선별 검사, 연방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승인된 인체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선별검사, FDA에 의해 승인된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 매번 임신할 때마다 착유기 1대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이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당사가 장비 유형, 해당 
장비의 렌트 또는 구입 여부, 업체 선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7  보험 혜택은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인 MHN Services에 의해 관리됩니다.

 8  자가 주입 약물(인슐린 이외)은 특수 약물로 고려되며 반드시 계약을 
채결한 특수 약국 업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특화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9  경구 복용 항암제에는 개인 처방 최대 30일분에 있어 최대 $200의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10  약국의 소매 가격이 적용 가능한 코페이 이하일 경우, 그 약국의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11  금연제,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여성 피임제는 무료로 
회원에게 보장됩니다. 예방 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되거나 미국 
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 A, B 권장사항에 따른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입니다. 보장되는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하거나 처방전으로부터 조제받을 수 있는 여성용 FDA 승인 
피임제입니다.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여성 피임제를 조제 받을 때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복제약과 유명상표 약의 비용 차액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명상표 예방제 또는 피임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의사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 
유명상표 약을 무료로 조제받게 됩니다. 질, 구강, 경피, 응급 피임제는 
처방약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 삽입, 주입 가능한 피임제인 IUD는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됩니다(의사가 투여할 경우).

 12  필수 처방약(Rx Drug) 목록은 질병과 의료 상태에 대해 보장되는 승인된 
의약품 목록입니다. 이것은 Health Net에 의해 준비되고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의사 및 협약 약국들에 배포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목록(이전에는 비처방집으로 알려짐)에 수록된 
약들은 보장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일부 약들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ealth Net는 해당 회원의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본 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약을 티어 III 코페이로 승인할 것입니다. 의사가 승인을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능한 빨리 처리되어 Health Net에 해당 
요청이 접수되고 Health Net가 요청한 결정을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접수된 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정기적 요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Health Net가 요청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Health Net에 접수된 후 해당 회원의 의료 상태 성격에 
대해 적절한 시간내로 처리되어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처방약(Essential Rx Drug) 목록의 사본은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수록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동등한 성분의 복제약이 있을 경우 복제약으로 조제될 것입니다. 
Health Net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약을 포함해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을 티어 II, 티어 III 또는 티어 IV(특수약) 
코페이로 보장할 것입니다.

13  티어 IV(특화약)는 Essential Rx Drug List에서 “SP”로 표시되며 
Health Net의 사전승인을 필요하며, 보장을 받기 위해 특화약국을 통해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4  소아 치과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DBP)에 의해 관리됩니다. DBP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된 전문 치과 플랜이며 Health Net와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소아 치과 혜택이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15  소아 비전 서비스 혜택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 는 소아 검안 서비스 혜택을 관리하기 위해 검안 
서비스 공급자 패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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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Health Net의 의료, 치과, 또는 비전 보장을 신청하려면

• 전화: 1-800-909-3447 또는

• 귀하의 Health Net 공식 설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종이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일차진료의(Primary Care Physician, PCP)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Health Net의 의사 
검색을 이용하면 PCP를 찾는 것이 쉽습니다. 가장 최근 목록을 찾으려면 www.healthnet.com 
으로 로그인한 후 ProviderSearch으로 이동하십시오. 당사 개인 및 가족 플랜 네트워크 
의사들의 전체 목록을 찾게되며 전문분야, 도시, 카운티, 또는 의사 성함별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1-800-909-344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귀하의 
Health Net 공식 중계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신청서에 서명한 후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열거한 18세 이상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보험료 납부금은 수표 체크를 Health Net 앞으로 작성한 후 동봉해 주십시오. 

• 작성한 신청서와 수표 체크를 (서명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공식Health Net 
설계사 앞 또는 다음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Health Net 
Individual & Family Coverage 
PO Box 1150 
Rancho Cordova, CA 95741-1150

귀하 의료 보장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에 가입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 HMO 플랜의 경우 Health Net 
CommunityCare HMO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HSP 플랜의 경우 PureCare 
HSP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b) 개방 
가입 기간 중 또는 다음 페이지에서 정의된 
것처럼 특별 가입 기간 중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65세 미만 
동거인(정의에 대해서는 28 페이지 참조), 
26세까지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은 본 플랜에서 보장 자격이 
없습니다. (a) 최소 필수 보장이 있는 그룹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분, (b) Medicare 혜택 
수혜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분, (c) 투옥중인 
분, (d) Medi-Cal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주(州) 혹은 연방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있는 분.

개방 가입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이며, 그런 다음 연간 2016년 1월 1일 
이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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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입 기간
개방 가입 기간 이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로 본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자발적 해지 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약이 포함되지 않는 최소 필수 보장 
플랜 상실(보장은 보험 상실한 후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시작됨),

• Medi-Cal하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상실함(자발적 해지 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약이 포함되지 않음),

• Medi-Cal하에서 임신 관련 보장을 상실함
(자발적 해지 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약이 포함되지 않음),

• 부양가족이 생기거나 부양가족이 됨,

• 유효한 주(州) 또는 연방 법정 판결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보장받아야 됨,

•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됨,

• 귀하의 건강 보장 계약이 본인의 건강 
보장 발급자에 의해 상당히 위반된 자료적 
조항을 있었다는 것을 California Exchange
에 임증함,

• 영구적인 이사로 인해 새로운 건강 혜택 
플랜을 이용할 수 있게 됨,

• 다음과 같은 상태에 대해 더는 건강 플랜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약 공급자로부터 다른 
건강 혜택 플랜하에서 서비스를 받았음: 
(a) 급성 또는 중증 상태, (b) 말기 질환, 
(c) 임신, (d) 36개월 미만의 신생아 진료, 
(e) 계약 종료 180일 이내 또는 새로 보장을 
받게된 회원의 보험 보장 효력발생일에 
발생한 문서화된 치료 코스의 일부로 
승인된 수술 또는 기타 시술.

• Exchange를 통해 제공된 건강 혜택 플랜에 
관해 Covered California™에 또는 Exchange 
이외에서 제공된 건강 혜택 플랜에 관해 
관리보건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최소 필수 보험의 보장을 
받는다고 잘못 통보받았기 때문에 바로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입 기간 중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

• 복무 중 돌아온 미 예비군이거나 미국 
규정 제32조하에서 복무 중 돌아온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임.

• 새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됨.

• Covered California의 고의적인 부주의한 
또는 오류 조치로 인해 Covered California
에 가입할 수 없었음.

• 귀하 또는 귀하 부양가족에게 보험 플랜을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2015년에 
종료되는 비역년 플랜에 가입해 있었음. 
보험 보장을 상실한 날짜가 비역년 보장이 
종료된 2015년 어느날이다.

• 가입 지원 또는 가입 활동을 행하는 비 
Covered California 단체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유자격 개인 또는 가입자 혹은 그 
부양가족이 가입되지 못하였다고 Covered 
California에 의해 건별로 결정되었다. 또한

• 해당인 또는 가입자가 Covered California
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부합된다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Covered California에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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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가입자와 배우자가 캘리포니아 주(州) 
가족 규정 제308(c)항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커플이거나 가입자의 등록 
동거인이 캘리포니아 주(州) 가족 규정 
제297 또는 299.2항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동거인은 가입자의 동성 
배우자입니다. 

월 고지서는 어떻게 청구되는가?
보험료는 해당 보험 보장월 첫째 날까지 
반드시 Health Net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가입 효력발생일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면 
최소 60일 사전에 통보받게 됩니다. 
보험 혜택의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Health Net Individual & Family Plan 
HMO 또는 HSP 플랜 계약서 및 EOC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게 됩니다.

보험 혜택이 말소될 수 있습니까?
Health Net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언제든지 
귀하 보험 보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험 말소는 Health Net에 
귀하가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서가 접수된 
후 그 다음 달 첫째 날을 기해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Health Net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귀하의 보장을 개별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
(Health Net는 보험료 미납부에 대해 
귀하 보장을 해지할 당사 권리를 30일 
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30일 사전 통보는 
보험료 납부 마감달의 첫째 날 또는 그 
전에 우송되며 지불된 보장의 마지막 날 
이후에 시작되는 30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 
마감달의 첫째 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Health Net는 30일의 유예기간 후 
귀하 보험 보장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귀하 및/또는 귀하 가족원의 가입 자격이 
중단되었다("누구에게 가입 자격이 
있는가" 제목의 항을 참조).

• 사기 행위를 범했거나 본 계약의 약정에 
있는 자료적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범했다. 일부 예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귀하 또는 부양가족에 
관한 가입 자격을 허위 진술함, 유효하지 
않는 처방전 또는 의사 지시서를 제시함, 
또는 Health Net 회원 ID 카드를 오용함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함).

Health Net는 90일 서면 통보서를 보냄으로써 
귀하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관한 보장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보장 말소 
후 받은 서비스를 해당 공급자의 비회원 
전용 비용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보장 말소일에 병원에 입워해 
있거나 지속적인 의료 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원의 보험 보장을 말소시킬 
경우, 재가입 신청할 수 있지만 Health Net는 
재량에 따라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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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 또는 자료 사실의 
고의적 허위 진술로 인해 보험 
보장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언제 Health Net가 플랜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보장이 시작된 후 첫 24개월 이내에 
Health Net는 사기 행위 또는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제출된 혹은 귀하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서면 정보의 자료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보험 플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Health Net는 보험 플랜 약정하에서 명시된 
것처럼 사기 행위 또는 자료 사실의 고의적 
허위 진술에 대해 플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사실은 Health Net에 알려졌으면 
Health Net가 보험 보장 발행을 거부하였을 
정보입니다. 

플랜 계약의 취소
플랜 계약이 취소되었으면 취소 통지서가 
귀하께 우송되었을 것이며 취소는 취소 
통지서가 우송된 날짜를 기해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플랜 계약의 해지
플랜 계약이 해지되면 Health Net에게는 
해당 플랜 계약하에서의 보장 조항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가입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모든 답변이 사실이며, 모두 기재했으며 
본인이 아는 한 모든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Health Net가 귀하의 가입 
신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이 가입 신청서는 
Health Net와 귀하간의 플랜 계약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가입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플랜 계약의 약정에 준수할 것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가입 후 Health Net가 귀하 가입 신청서 
정보를 조사할 경우, Health Net는 반드시 
이 조사와 조사를 하게된 이유를 귀하에게 
통보해야 하며 귀하가 답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Health Net가 귀하 보장을 해지할 결정을 
내리면 그러한 결정은 Health Net에 의해 
계약을 맺은 제3의 독립 감사자에게 먼저 
보내져 검토될 것입니다. 

플랜 계약이 해지되면 Health Net는 다음을 
밝히는 30일 서면 통지서를 보험 말소가 
시작되지 전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1.  결정을 내린 이유 및 귀하의 이의제기 
권리를 설명합니다. 

2.  보장이 해지될 분을 제외한 귀하 
보험하에서 보장을 받는 모든 회원들이 
계속해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3.  귀하의 매월 보험료가 해당 플랜 계약하에 
남아있는 회원 수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4.  Health Net의 보장 해지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플랜 계약이 해지되면,

1.  Health Net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귀하 보장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건강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2.  Health Net는 귀하가 지불한 보험료 
전액에서 Health Net가 귀하를 대신하여 
지불한 의료 비용을 뺀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 최초 보장일에서부터 플랜 
계약하에서 지불된 금액을 귀하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Health Net는 캘리포니아 주(州) 법에 따른 
해지로 인해 발생한 기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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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Net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거부할 
경우, 귀하에게는 캘리포니아 주(州) 
관리보건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지원을 요청을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소 조항의 구속을 받는 
보장은 Health Net에 매월 선불을 납부한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요금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사전 60일전에 통보해드립니다. 
보험 혜택 또는 계약 조항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사전 30일 전에 통보해드립니다.

Health Net가 보험 혜택을 
조율합니까?
Health Net는 본 플랜하에서 소아 치과 
혜택을 보장 받는 회원분들에 대한 혜택을 
조율해 드립니다. 개인 보험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의 조율이 
없습니다.

이용 심사란 무엇입니까?
Health Net 당사의 개인 및 가족 플랜하에서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가 자원의 효율적, 
신중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계속적인 의료 품질의 향상으로 이끄는 
정책 및 절차의 구속을 받도록 합니다. 
Health Net는 다음 주요 절차들에 따라 
서비스의 승인 또는 거부를 기초합니다.

• 의학적 필요성과 적절한 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의 평가.

• 장기 또는 만성 의료 상태에 대한 사례 
관리의 구현.

• 입원 수속과 비협약 공급자에 대한 의뢰의 
심사 및 승인.

• 보장을 결정하기 위한 보험 혜택 범위의 
심사.

Health Net의 이용 심사 시스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Health Net가 임상시험 참여 
비용을 보장합니까?
I, II, III, IV상 임상 시험에 참여하게된 
암 혹은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상태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정기 환자 
진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회원의 
주치의에 의해 권고되고, Health Net가 
승인할 때 보장됩니다. 임상시험 참여는 
해당 회원이 의미있는 잠재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시험이 치료적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의사가 
내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Health Net와 의견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의료 품질에 만족하지 않거나, 
서비스 거부 또는 청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불리한 보험 혜택 결정의 
대상이거나 그러한 결정을 받은 회원은 
고충처리 혹은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보험 혜택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그 당시 특정 혜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보험 
보장의 해지, (b) 본 Health Net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가입자격의 결정, 
(c)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정, 
(d) 사전병력 제외 또는 부상 원인 제외에 
기초하여 그렇지 않으면 보장되는 혜택의 
제외 혹은 제한 또는 (e) 혜택이 실험적, 
조사적,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 혹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또한 플랜 회원은 
분쟁 중인 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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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관리보건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독립의료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 Health Net 플랜의 
보장과 보험 지불이 Health Net 또는 이와 
계약을 맺은 공급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거부, 변경 또는 지연되었다고 생각함. 

또한 Health Net가 의학적 필요성 부족으로 
인한 거부에 제기한 회원의 이의제기를 
거부하거나 실험적, 조사적 약물, 기기, 시술, 
또는 요법과 관련된 요청한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 혹은 이에 대한 보장을 지연할 
경우, 회원은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에 명시된 유자격 기준에 부합될 경우 
Health Net의 결정에 대해 관리보건부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독립의료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과정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회원은 해당 문제를 강제중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Health Net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중재를 
이용합니다. 가입 조건으로 회원은 분쟁 
해결에 대한 판결이 내리기 전에 배심원 
또는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州) 관리보건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서 건강 의료 
건강 보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Health Net에 대한 고충처리 사항이 
있으면 관리보건부에 연락하기 전에 
우선 Health Net에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하여 당사의 고충처리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해도 
귀하에게 적용되는 잠재적 법적 권리나 
구제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응급 
상황과 관련된 고충처리, Health Net에서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고충처리, 
또는 3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고충처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리보건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에게는 
독립의료심사(IMR)의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개별 의료 심사(IMR)
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의료 심사(IMR) 절차는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제안된 서비스 또는 치료에 관련한 
건강 보험의 의학적 검토, 사실상 실험 
또는 연구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 결정, 
응급 또는 긴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급 논쟁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리보건부에는 무료통화 
번호인 (1-888-466-2219)번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TTY 회선(1-877-688-9891)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리보건부의 인터넷 
웹 사이트인 http://www.hmohelp.ca.gov에서 
불만 양식, IMR 신청서, 온라인 지침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차 소견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HSP 플랜을 통해 Health Net 회원은 직접 
의뢰서 없이 아무 PureCare HSP 협약 
공급자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MO 플랜에서 Health Net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차 소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회원의 PCP 또는 의뢰의가 해당 회원이 
만족하지 못하는 진단 또는 치료 계획을 
권장한다. 

• 회원은 받은 치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 회원은 사망, 관절 또는 신체 기능의 손실, 
혹은 중증 만성 상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상당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상태의 진단을 받거나 그러한 상태에 대해 
권장되는 치료 계획을 받았다. 또는 

• 회원의 PCP 또는 의뢰의가 해당 회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없거나 상충되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Health Net의 이차소견 정책의 사본을 
받아보려면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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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Net의 보험료 비율이란 
무엇입니까?
Health Net의 2014년 보험료 비용 대 개인 
및 가족의 HMO 및 HSP 플랜에 대해 
지불된 건강 서비스 금액은 비율은 71.6 
퍼센트이었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의료진 그룹, 계약 의사, 병원, 협약 공급자, 
기타 건강 의료 공급자는 Health Net의 
에이전트 또는 직원이 아닙니다. Health Net와 
그 직원들은 어떠한 의료진 그룹, 계약 의사, 
병원, 또는 기타 건강 의료 공급자의 에이전트 
또는 직원이 아닙니다. 모든 당사자들은 독립 
계약자들이며 귀하에게 본인의 보장 옵션에 
따른 보장 서비스 혹은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 계약을 맺습니다. 회원에게는 
Health Net, 자사 에이전트 혹은 직원, 또는 
의료진 그룹, 협약 공급자, 의사 또는 병원, 
또는 귀하 플랜에 따른 보장 서비스 및 용품을 
제공하기로 Health Net와 주선된 또는 주선을 
맺을 기타 분 혹은 조직의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공급자 계약을 말소 후 의료의 
지속은 어떻게 됩니까?
Health Net의 의료진 그룹, 협약 공급자 
또는 기타 공급자와의 계약이 말소되면 
Health Net는 그러한 영향을 받은 회원을 
다른 계약 의료진 그룹 혹은 협약 
공급자에게 이전해 드리고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이 서비스에 대해 지정된 
의료진 그룹, 협약 공급자 혹은 급성 진료 
병원과의 계약이 말료되기 최소 60일 
이전에 Health Net는 이에 영향을 받는 
회원들분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Health Net와의 계약이 말소된 
기타 모든 병원들의 경우, 계약 말소가 
시작되는 후 5일 이내로 영향을 받는 모든 
회원들에게 서면 통지서가 보내집니다. 

또한 다음에 대해 환자가 계약 말소 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을 경우, 해당 회원은 
계약이 말소되는 공급자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성 의료 상태,

• 계약 말소 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중증 만성 의료 상태,

• 임신(임신 기간 중 및 즉각적인 임신 후 
진료 포함),

• 계약 말소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생후 36개월까지의 신생아,

• 말기 질환(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 중) 
또는

• 문서화된 치료 코스의 일환으로 
Health Net가 승인한 수술 또는 기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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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Net는 계약이 말소된 공급자로부터 
이전에 시작된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지만 이에는 
코페이가 적용되고, 본 플랜의 기타 
예외규정과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단 그러한 
공급자가 계약 말소 전에 적용된 동일한 
계약 약정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공급자의 계약 말소 30일 전에 요청할 수 
없었고 지금에서야 요청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하게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당 공급자의 계약 말소 30일 
전에 의료의 지속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의 지속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의료의 지속 정책본 사본을 
요청하려면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인쇄된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중증 정신 질환과 어린이 중증 
감정 장애란 무엇입니까? 
중증 정신 질환에는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장애(조울병), 주요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전반발달장애
(자폐병, 레트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가장 최근 
개정판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비정형 
자폐증으로 특정되지 않는 전반발달장애 
포함), 자폐증, 신경성식용부진, 
신경성거식증이 있습니다.

어린이 중증 감정 장애는 그 나이의 발달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주요 
약물 남용 장애 또는 발달 장애 이외의 가장 
최신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개정판에서 인식된 한 가지 
이상의 정신 장애를 19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그러한 
아동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다음 기준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정신 장애로 인해 
아동은 다음 분야에서 최소 2가지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돌봄, 
학교생활, 가족 관계, 또는 사회 생활, 
또한 다음 중 한 가지: (i) 해당 어린이가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있거나 이미 집에서 
쫓겨났다. 또는 (ii) 정신 질환 및 장애가 
6개월 이상 존재했거나 1년 이상 진행될 것 
같다. (b) 해당 어린이는 다음 중 한 가지를 
보인다. 정신병 증상, 정신 장애로 인한 자살 
위험 또는 난폭성 위험, 및/또는 (c) 어린이가 
정부 법령 제1조 26.5장(7570절에서 시작됨) 
7안의 특수 교육 유자격 요구조건에 
부합된다.

공급자가 생식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합니까? 
일부 병원들과 기타 공급자들은 귀하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하에서 보장될 수 있고 귀하 또는 
귀하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 계획, 응급 피임, 
출산시에 이루어지는 난관결찰술을 
포함한 불임술, 불임증 치료, 또는 
유산을 포함한 피임 서비스. 가입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가입 대상 서비스에 속한 의사, 
의료 그룹, 독립 의료기관 협회 또는 
클리닉로 전화하거나 또는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 센터에 1-877-609-8711
번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건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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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환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HMO 플랜의 경우 Health Net는 공급자에게 
지불할 때 재정적 인센티브와 다양한 
위험 분담 방법을 이용합니다. HSP 
플랜의 경우 Health Net는 협정 요율에 
따라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협약 의료진과 
기타 전문 공급자에게 지불합니다. 
회원은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인쇄된 번호로 
연락하여 당사 지불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Health Net가 의료 
청구서에 대해 지불합니까? 
당사는 귀하께서 담당 협약 공급자 혹은 
PCP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HMO 플랜의 
경우 담당 PCP가 전문의에게 의뢰서를 
발급할 때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을 
조율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의료진과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냥 귀하 Health Net 회원 
ID 카드를 제시하십시오.

응급상황의 경우 담당 일차진료의
(PCP) 또는 협약 공급자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까?
Health Net는 전 세계에 어느 곳에서 발생한 
응급상황과 긴급하게 필요했던 진료에 대해 
보험 보장을 제공합니다.

심각한 응급상황: 911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십시오.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는 경우: HMO 플랜 
회원은 담당 일차진료의 혹은 의료진 그룹
(의료) 또는 보험 행정실(정신 질환 또는 
약물 중독 해독)로 전화해 주십시오. HSP 
플랜 회원은 협약 공급자(의료) 또는 보험 
행정실(정신 질환 또는 약물 중독 해독)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를 걸 수 없고 의료 치료가 즉시 
필요하면 가까운 의료센터 또는 병원으로 
가십시오.

응급상황은 급성 질환, 새 부상 또는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 상태의 예상치 못한 상태 
악화 혹은 합병증 발생,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과 의학에 평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합리적 사람(분별력 있는 비전문가)
이 생각하기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치료 없이 없이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뜻합니다. (a)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초래할 수 있다(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초래될 
수 있음). (b) 신체 기능, 장기, 신체 일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는 (c) 신체 
장기 또는 일부의 심각한 기능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응급진료에는 또한 중증 
통증 혹은 활동 분만이 포함됩니다. 
활동 분만은 다음 중 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만입니다. (a) 출산하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는 (b) 이송은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응급진료는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가 존재하고 해당 
시설의 능력내에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데 필요한 의료와 
치료를 결정하고 또는 해당 회원을 일반 
급성 병원내의 정신과로 이송하거나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의사(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내의 본인의 면허와 특권이의 범위내의 
기타 다른 분)가 행하는 추가 선별검사, 
검진, 평가를 포함합니다.

911번으로 전화했기 때문에 제공된 모든 
항공 및 지상 구급차와 구급차 이송 
서비스는 해당 요청이 응급 의료 상태(중증 
정신 질환 및 아동의 중증 정서 불안 포함)에 
대해 이루졌다면 보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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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 플랜의 경우, 응급상황 후 또는 긴급한 
상황이 지났고 상태가 호존된 후의 모든 
후속 진료(중증 정신 질환, 아동의 중증 정서 
불안 포함)는 반드시 담당 일차진료의 혹은 
의료진 그룹(의료) 또는 관리자(정신 질환, 
약물 의존)에 의해 제공되거나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ealth Net의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HSP 플랜의 경우, 응급상황 후 또는 긴급한 
상황이 지났고 상태가 호존된 후의 후속 
진료(중증 정신 질환, 아동의 중증 정서 
불안 포함)는 반드시 Health Net(의료) 
또는 관리자(정신 질환, 약물 의존)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까? 
보험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협약 
공급자에게 지불할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협약 공급자는 당사 보험 지불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는 다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a) 해당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EOC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 혜택 제한을 
초과한 서비스, (b) 개인 및 가족 플랜에서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개인 및 가족 플랜은 
선불 요금, 코페이, 디덕터블, 개인 및 가족 
플랜에서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와 용품, 
비협약 공급자로부터 받은 비응급 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네트워크 청구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일부 비협약 공급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합니다.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위해 당사에 청구서 사본, 요금 납부 증거, 
응급실 혹은 긴급 진료 센터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HMO 플랜의 경우, 비협약 
공급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응급진료, 담당 의료진 그룹으로부터 
반경 30마일 밖에 있었을 때, 긴급진료로 
제한됩니다. HSP 플랜의 경우, 비협약 혹은 
비네트워크 공급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응급진료와 긴급하게 필요했던 
진료로 제한됩니다.

어떻게 Health Net가 회원 정보의 
비밀보장 및 공개를 처리합니까?
Health Net는 귀하 의무 기록에 있는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모든 환경에서 귀하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합니다. 신청서 혹은 가입 양식의 
일부로 Health Net 회원은 본인 의무 정보를 
구하거나 공개하기 위한 정기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Health Net에 의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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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의에는 신청서, 청구, 이의제기
(독립심사기관으로의 공개 포함) 또는 
고충처리를 심사, 조사 혹은 평가하거나 
예방 건강 또는 예방 건강 관리 목적을 
위해 해당 플랜하에 등록된 모든 가입자와 
회원들의 의무 기록, 이용한 서비스 또는 
받은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의 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의무 기록 또는 기타 개인 정보를 
그러한 정보를 열람할 승인을 받지 않은 
고용주 혹은 보험 중계인과 같은 누구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서면으로 
특별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귀하의 특별 동의서 없이 공개할 경우는 
당사가 법규, 법정 지시 혹은 소환장에 
따라야 할 경우입니다. 종종 Health Net는 
총량 측정과 자료 보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는 회원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어떻게 귀하에 관한 개인 건강 정보가 
사용되고, 공개되고, 귀하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플랜의 플랜 계약서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공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어떻게 Health Net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처하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특정 질환 혹은 의료 
상태에 대해 최근에 개발된 절차, 약물, 
기구이거나 기존에 존재한 절차, 약물 
또는 기구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평가되는 임상 시험의 여러 단계 중 연구적 
혹은 실험적인 것으로 고려되지만 결국 

이 테크놀로지는 의료 치료 기준으로 
용인받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임상 시험에 의해 안전성 혹은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전문성에 의해 
표준 의료로 고려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구적 혹은 실험적이라고 고려됩니다. 
승인된 테크놀로지는 Health Net 혜택으로 
통합됩니다.

Health Net는 적절한 전문의에 의한 방대한 
의료 연구 심사를 통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또는 연구적 혹은 
실험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Health Net는 
테크놀로지 또는 시술의 의학적 적절성 
혹은 연구적 또는 실험적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 전문 의료 심사자에 의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심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문 의료 심사자는 또한 특정 
테크놀로지에 대한 안내 원칙이 없거나 환자 
의료 상태의 복합성으로 인해 전문 평가가 
필요할 때 환자에게 신속한 보장 결정이 
필요하면 Health Net에 조언을 제공합니다. 
만약 Health Net요청된 치료가 연구적 
혹은 조사적이란 근거로 인해 그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거나,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리보건부(Department of 
Manage Health Care)에 Health Net의 결정에 
대한 독립의료심사(Independent Medical 
Review, IM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에 
있는 "분쟁이 발생한 건강 의료 서비스의 
고충처리에 대한 독립의료심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Health Net의 이용도 관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이용도 관리는 건강 의료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전승인, 동시, 소급 
심사와 의료 관리의 절차를 통해 당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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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했고 해당 시설과 주어진 시간에 
있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감독은 Health Net의 
고품질 의료 관리 표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승인

제시된 특정 서비스는 승인되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시설(예: 입원, 통원수술 
등)에서 계획된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 증거 
기반 기준이 사용됩니다.

동시 심사

이 절차는 환자 입원 또는 외래환자 가정 
의료 서비스를 받는 중처럼 회원의 경과를 
보면서 동시 기준에 따라 입원과 특정 
외래환자 상태를 계속해서 승인합니다.

퇴원 계획

이 동시 심사 과정의 요소는 회원의 안전한 
퇴원에 대한 계획이 의사의 퇴원 지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병원 서비스를 승인하기 위함입니다.

소급 심사

이 의료 관리 절차는 서비스가 제공된 후 
사례별로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받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의료 또는 사례 관리

간호사 의료 관리자는 주요 급성 및/또는 
만성 장기 건강 문제에 대해 회원(그 가족도 
포함)에게 지원, 교육, 안내를 제공합니다. 
의료 관리자는 회원, 회원 담당 의사, 
지역사회 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추가 상품 정보

정신 장애 및 약물 의존 서비스 
정신 장애 및 화학물 의존 혜택은 이러한 
혜택들을 집행하기 위해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계열 행동 건강 집행 서비스 회사
(관리자)인 MHN Services에 의해 집행됩니다. 
협약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에 
Health Net ID 카드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관리자는 귀하가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귀하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에 있으며 네트워크에 소속된 협약 
정신 건강 전문가, 협약 독립 진료의, 또는 
하도계약 공급자 협회(IPA)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정신 장애와 화학물 의존에 대한 특정 
서비스 및 용품은 보장을 받기 위해 
관리자에 의한 사전승인(HMO) 혹은 
사전인증(HSP)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HMO) 또는 사전인증(HSP)
는 외래환자 진료 방문에 필요하지만 
관리자와의 자발적 등록이 권장됩니다. 

어떤 것에 사전승인(HMO)가 필요하고 
어떤 것에 관리자에 의한 사전인증(HSP)이 
필요한가를 포함한 정신 장애와 화학물 의존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추가 전체 설명은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 
및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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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품 프로그램
Health Net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슈퍼마켓안에 있는 약국과 개인 약국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약국들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곳에 위치한 협약 
약국을 찾기 위해서는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외규정과 제한사항이 처방약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전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수량, 용량, 치료 기간의 제한이 
일부 약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편 주문 약물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 처방약

처방약이 관리약인 경우, 당사의 편리한 
우편 주문 프로그램을 통해 조제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관리약은 회원이 약물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일 때 만성 또는 장기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입니다. 
우편 주문 관리자는 보장되는 관리약과 
해당 주문에서 허용되는 각 재조제(리필)
에 최대 90일 연속 복용량만을 조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약은 우편 주문 
혜택하에 CVS 소매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약 주문 양식서와 추가 
정보는 고객서비스센터에 1-877-609-8711
번으로 문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Schedule II 마약성 약물은 우편 주문을 
통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Health Net "필수 처방약 목록": 티어 I 약물
(대부분의 복제약과 필수 약물 목록에 등재된 
경우의 선호 유명상표약), 티어 II 약물(비선호 
복제약과 선호 유명상표약, 최고흐름측정기, 
흡입기 스페이서, 필수 약물 목록에 등재된 
경우의 인슐린과 당뇨병 용품) 

Health Net 필수 처방약 목록(또는 
처방집 혹은 목록) 질병과 의료 상태에 
있어 보장되는 의약품 승인 목록입니다. 
Health Net 회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을 식별하는 한편 
저렴한 약국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당사는 모든 Health Net 협약 공급자, 
계약을 맺은 PCP와 전문으로 하여금 
Health Net 회원인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이 목록을 참조하도록 제의합니다. 담당 
의사가 필수 조제약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이 목록은 귀하께서 높은 가치의 
고품질 의약품을 받게합니다.

필수 조제약 목록은 Health Net의 약국 및 
치료제(Pharmacy and �erapeutics, P&T) 
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해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다양한 의료 전문 분야에서 현재 진료 
활동하고 있는 의사와 임상 약사들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회원들은 이들의 경험, 
지식, 전문성에 기초하여 캘리포니아 주
(州) 전반에 걸쳐 계약 의료 그룹에서 
모집됩니다. 또한 P&T 위원회는 추가 
의견을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기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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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을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필수 
처방약 목록과 약물 사용 지침서는 새 임상 
정보와 새 약물이 이용 가능할 때마다 
갱신됩니다. 이 목록을 자주 갱신하기 위해 
P&T 위원회는 임상적 효율성, 안전성, 
전반적 가치를 다음을 통해 평가합니다.

• 의학, 과학 출판물.

• 관련 활용 경험

• 의사 추천.

Health Net의 가장 최신 필수 처방약 
목록의 사본을 구하려면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하시거나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에 
1-877-609-8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티어 III 약물

티어 III 약물은 Tier III로 등재되어 있거나 
필수 조제약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보장에서 제외되지 않는 비선호 유명상표 
처방약입니다.

티어 IV (특화 약물)

티어 IV(특화 약물)는 제한된 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유통되고, 경구로 자가 
복용 가능하거나, 국소적으로 적용하거나, 
흡입 또는 수련 혹은 임상적 모니터닝을 
필요로 하는 주사(피하층, 근육내, 또는 
정맥내)로 복용 가능거나, 생물 공학을 
이용하여 제조되거나 Covered California
에서 고비용으로 명시된 특정 처방약입니다. 
티어 IV(특화 약물)는 필수 처방약 목록에서 
"SP"로 표시됩니다. 특화 약물 목록은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에서 
Health Net의 필수 처방약 목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모든 티어 IV(특화 약물)는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보장을 받으려면 
특화 약국 업체를 통해서만 조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티어 IV(특화 약물)는 우편 
주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혈우병 치료제를 포함한 자가 주입 약물
(인슐린 이외)과 특화 약물하에 포함된 
이러한 자가 주입 약물에 사용되는 주사 
바늘과 주사기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Health Net와 계약을 맺은 특화 약국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담당 PCP 
또는 치료 주치의는 승인을 조율해 드릴 
것이며, 승인이 내려지면 특화 약국 업체가 
해당 약물, 주사 바늘, 주사기를 구해드릴 
것입니다. 특화 약국 업체는 귀하에게 
이러한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귀하께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란 무엇입니까?

일부 티어 I, 티어 II, 티어 III 처방약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즉 담당 
의사가 반드시 Health Net에 사전에 
연락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적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의사의 사전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Health Net는 제출된 정보를 평가하고 
특정 의약품에 대해 수립된 임상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하거나 
Health Net 고객서비스센터에 표지 뒷면에 
인쇄된 번호로 연락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약물 목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에 사용된 기준은 Health Net P&T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에 
따라 수립됩니다. 담당 진료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이용 지침을 구하기 위해 
Health Net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Health Net가 승인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가 
포함된 서면 통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앞에 있는 
"Health Net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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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프로그램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약국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또는 
용품은 귀하 플랜의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수록된 예외규정과 
제한사항 이외에 처방약 혜택은 해당 
플랜의 일반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의 구속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플랜 
계약서와 EOC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 알레르기 혈청은 의료 혜택으로 
보장됩니다. 

• 복제약이 있는 유명상표약은 Health Net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구에 대한 보장은 피임 기구, 
최고흐름측정기, 흡입기 스페이서, 당뇨병 
용품으로 제한됩니다. 기타 다른 기구들은 
협약 의사가 처방했더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된 약물은 병적 
비만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일반 감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처방된 
약물.

• 실험적 약물("주의 - 연방법에 의해 연구 
사용으로만 제한됨"이라는 라벨이 부탁된 
것). 약물이 연구적 또는 실험적이란 
이유로 해당 약물의 보장이 거부된 경우, 
귀하에게는 독립의료심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 책자의 
"Health Net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섹션을 참조해 주십시오.

• 인슐린 주사바늘, 주사기, 특정 펜 기구 
상표를 제외한 피하 주사바늘 또는 
주사기.

• 플라스틱, 개별 용량 혹은 알루미늄 
패키지로 조제되는 개별 약물 용량, 
Health Net가 사용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판단 내린 용량 형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해당 의약품이 오직 

그러한 형태로만 이용 가능할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 우편 주문 약물은 연속 90일 복용량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관리약은 Bronze와 
Minimum Coverage 플랜을 제외하고는 
우편 주문 혜택하에 CVS 소매 약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약물은 FDA의 이용 권고량 또는 
Health Net의 이용 지침에 따라 코페이당 
특정 수량 제한의 구속을 받습니다. "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복용하는 약물에는 
특정 수량, 기본 패키지, 작은병, 앰플, 
튜브, 기타 표준 단위에 따른 코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조제되는 
약물 양은 연속 30일 복용량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는 Health Net에 대량 수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방 없이 이용 가능한 의료 장비와 용품
(인슐린 포함)은 당뇨병 관리와 치료를 
위한 경우나 금연제를 포함한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 B 권장사항에 따라 
예방 목적을 위하거나 FDA가 승인한 
여성 피임을 위한 경우 보장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처방약, 의료 장비 혹은 용품은 그러한 
약, 장비, 용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지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Over-�e-
Counter, OTC)의 더 높은 용량은 처방을 
받아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이 좀 더 
높은 용량의 약물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었던 약이 
이제 처방전과 동일한 강도가 일반의약품
(OTC)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유사한 
물질이고 거의 동등한 임상효과가 
있는 처방약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41

• 응급상황 또는 긴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 Health Net 약국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은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

• 회원 또는 협약 의사가 아니거나 승인된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처방한 처방약은 
해당 의사의 서비스가 승인되었거나 의료 
응급 상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진료이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의약품의 교체.

• FDA의 또는 Health Net가 표시한 권장 
사용 용량을 초과한 처방약의 복용량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Health Net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상태 또는 
치료에 대해 처방된 약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예: 성형 수술 후 
생명이 위협되는 합병증)이 정기적 후속 
진료를 받기 이전에 심각해질 경우, 해당 
플랜은 비보장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의료 
상태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보장합니다.

• 성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약물(자가 주입 가능한 
의약품 포함)은 30일 기간에 최대 8번으로 
투여량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단지 요약서입니다. 포괄적 목록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침술 의료 프로그램 
침술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고품질의 저렴한 침술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ASH 플랜과 계약을 맺은 침술사의 명부에서 
계약을 체결한 침술사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SH 플랜은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를 주선해 
드립니다. 협약 공급자, 진료의 또는 담당 
PCP의 의뢰서 없이 계약된 아무 침술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아무 침술사로부터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를 받게되는 침술사를 방문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된 침술사를 사전에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계약이 체결된 
침술사로부터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침술사를 포함한 
침술사로부터 응급 침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가 없고 이용할 수 없으면 
ASH 플랜에서 의뢰서가 발급된 후 이웃 
카운티에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침술사로부터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에는 ASH 플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이 체결된 침술사에 의한 새 환자 
검진과 전문가가 인정하는 진료 표준의 
범위와 일치하는 보험 보장되는 침술 
서비스인 새 환자 검진에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조항 또는 시작. 또한

• 응급 침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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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코페이

정기 산동검사가 포함된 눈 검진 $01

콘택트렌즈 검사 
기본 콘택트렌즈 피팅 및 후속 방문

 
최대 $55

고급 콘택트렌즈 피팅 및 후속 방문 소매가격에서 10% 할인 

제한:
1 전문가가 인정한 진료 표준에 따라 본 플랜은 매년 한 번의 시력 검사를 보장합니다.

주의: 콘택트렌즈 검사는 회원의 시력 검사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진입니다. 초기 피팅 검사 이후의 
콘택트 렌즈 후속 방문에 대한 추가 코페이가 없습니다. 

보험 혜택은 기타 다른 할인, 판촉 제공 또는 기타 그룹 보험 혜택 플랜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한도는 
단 한번 사용하는 혜택입니다.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표준 콘택트 렌즈에는 소프트, 구면, 일일 착용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고급 콘택트 렌즈에는 난시렌즈, 이중초점, 다초점, 미용 컬러, 수술후, 가스 투과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소아 비전 의료 프로그램(출생부터 18세까지)
안경류 혜택은 Health Net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안경류 혜택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 비전 서비스 공급자 위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yeMed 
Vision Care는 안경사들과 안경광학 실험실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안경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안 검사는 협약 공급자 또는 의료진 그룹을 통해 제공되거나 EyeMed Vision 
Care를 통해 시력 검사 예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약 안경점을 찾으려면  Health Net 비전 
프로그램에 1-866-392-6058번으로 전화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인 www.healthnet.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침술 의료 프로그램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침술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또는 용품은 귀하 플랜의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EOC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 보조기와 보조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州) 밖에서 진료하는 
침술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응급 
침술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MRI 또는 체열촬영을 포함한 진단 방사선 
영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X-선, 임상병리 검사, X-선 이차 소견.

• 최면요법, 행동 훈련, 수면요법, 체중 
프로그램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비의료 스스로 돌봄, 자가 
도움 훈련, 관련 진단 검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험적 또는 조사적 침술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병원 입원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마취에 대한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ASH 플랜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침술사에 의해 이루어진 서비스 또는 
치료는 응급 침술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면허 인가를 받은 
침술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만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단지 요약서입니다. 포괄적 목록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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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안경테와 렌즈) 코페이

공급자 선택 안경테(12개월마다 1개) $0

기본 플라스틱 안경 렌즈(12개월마다 1쌍)
• 단일시, 이중초점, 삼중초점, 수정체
• 유리 또는 플라스틱

$0

선택적 렌즈와 처리에는 다음 포함:
• UV 처리

$0

• 틴트(패션, 그래디언트, 유리-회색)

• 기본 플라스틱 스크래치 방지 코팅

• 기본 폴리카보네이트

• 포토크로믹 / 트랜지션 플라스틱

• 기본 반사 방지 코팅

• 편광 렌즈

• 일반 프로그레시브 렌즈

• 하이 인덱스 렌즈

• 블렌디드 세그먼트 렌즈

• 중간 시력 렌즈

• 설렉트 또는 울트라 프로그레시브 렌즈

프리미움 프로그레시브 렌즈 $0

공급자가 선택한 콘택트 렌즈(안경 렌즈 대신에)
•  연속 착용 일회용: 매달 최대 6개월 사용량 또는 일회용, 단초점 
구면 또는 난시 교정 콘택트 렌즈

 
$0

•  매일 착용/일회용: 일회용, 단초점 구면 콘택트 렌즈의 최대 3개월 
사용량

•  비일회용 렌즈: 공급자가 지정한 콘택트 렌즈 선택 1쌍

• 의학적으로 필요함2

2 개인이 다음 상태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콘택트 렌즈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정의됨:

 •  -10D 또는 +10D를 초과하는 고굴절이상

 • 메리디안 파워 측정에서 3D인 굴절부등

 •  일반 안경 렌즈를 통해 회원의 한 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이 20/25로 교정되지 못할 경우 원추각막

 •  가장 잘 교정될 수 있는 기본 안경 렌즈와 비교하여 시력표에서 2라인 향상될 수 있도록 교정될 수 있는 
시력을 가진 회원에 대한 시력 향상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 렌즈: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 렌즈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필요성, Health Net로부터의 
사전 승인(HMO) 또는 사전 인가(HSP)와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의 
구속을 받습니다.

소아 비전 의료 프로그램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비전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또는 용품은 귀하 플랜의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EOC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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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비전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와 용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Health Net에 의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내려진 서비스와 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한 번의 정기 
산동검사는 매년 보장되고 의학적 
필요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 평면(비처방) 렌즈는 제외됩니다.

•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 렌즈 처방에 
대한 보장은 Health Net로부터의 사전 
승인(HMO) 또는 사전 인가(HSP)와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의 
구속을 받습니다. 보장될 경우, 콘택트 
렌즈는 본 비전 혜택에서 안경 렌즈가 
보장되는 동일한 간격 기간마다 
제공됩니다. 이러한 콘택트 렌즈는 모든 
안경 렌즈와 안경테를 대신합니다.

• 모든 유형의 병원에서 받은 비전 서비스, 
눈에 대한 의료 또는 외과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 비전 플랜의 정기적 보장 간격으로 
교체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도난, 또는 
파쇄로 인한 교체는 제외됩니다.

• 이중초점을 대신한 두 번째 안경은 
기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Health Net 협약 비전 공급자는 첫 
혜택이 소진되면 두 번째 구입에 대해 
정상 비용에서 최대 40%까지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요약서입니다. 포괄적 목록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아 치과 서비스(생후부터 18세까지)
모든 다음 서비스들은 반드시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택된 Health Net 협약 일차 치과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change에서 보충 소아 치과 혜택 플랜을 구입하셨으면 본 플랜에서 보장되는 소아 치과 
혜택이 먼저 지불되고, 보충 소아 치과 혜택 플랜은 비보장되는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또는 
보충 소아 치과 혜택 플랜 보장 문서에서 설명된 것처럼 비용 공유를 하게 됩니다.

중요: 본 플랜하에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인 치과 서비스를 받기를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협약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되지 않는 혜택인 그러한 치과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치과 의사는 제공될 각 서비스와 각 서비시의 예상 비용을 포함한 
치료 계획은 해당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치과 보장 옵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Health Net 치과 ID 카드 뒷면에 인쇄된 번호로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하거나 담당 보험 
중계인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 보험 보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 보험 보장의 증표 
문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의: HSP 최소 보장 플랜의 경우, 45~53쪽에 수록된 소아 치과 코페이는 연간 디덕터블이 
충족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HSP Minimum Coverage 보장에 대한 연간 디덕터블이 만족되면 
그 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보장된다고 표시된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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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D0120 소아 구강 검사 – 기존 환자 $0

D0140 제한적 구강 검사-문제에 초점을 맞춤 $0

D0145 일차의와의 3세미만 환자에 대한 구강 검사 및 상담 $0

D0150 종합적 구강 검사 – 신규 또는 기존 환자 $0

D0160 세부 및 확장 구강 검사 – 문제에 집중, 보고서에 의함 $0

D0170 재검사 - 제한된 문제에 집중(이미 등록된 환자, 수술 후 방문 제외) $0

D0180 포괄적 치주 검사-새 또는 기존 환자 $0

D0210 구강내 X-선 촬영 – 전체 시리즈(교익형 포함) $0

D0220 구강내 X-선 촬영 – 치근단 주위 첫 촬영 $0

D0230 구강내 X-선 촬영 – 치근단 각 추가 촬영 $0

D0240 구강내 X-선 촬영 – 교합 촬영 $0

D0250 구강외-첫 필름 $0

D0260 구강외-각각 추가된 필름 $0

D0270 교익형 X-선 촬영 – 단일 필름 $0

D0272 교익형 X-선 촬영 – 필름 2개 $0

D0273 교익형 X-선 촬영 – 필름 3개 $0

D0274 교익형 X-선 촬영 – 필름 4개 $0

D0277 수직 교익형 - 7~8개 필름 $0

D0330 파노라마 촬영 $0

D0415 미생물 배양 수집 및 민감도 $0

D0425 충치 감수성 검사 $0

D0431 전암, 악성 병변을 포함하지만 세포 또는 생검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점막 
이상을 검색하는 것을 돕는 사전 진단 검사의 보조

$0

D0460 치수 생활력 검사 $0

D0470 진단용 캐스트 $0

D0472 어금니 조직, 육안 검사, 서면 보고서 작성 및 전송 $0

D0473 어금니 조직, 현미경 육안 검사, 서면 보고서 작성 및 전송 $0

D0474 조직 기탁, 육안 검사와 현미경 검사, 질병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잘라낸 
조직 가장자리 평가, 서면 보고서의 준비와 전송

$0

D0601 저위험을 찾기 위한 충치 위험 평가 및 문서 $0

D0602 보통 위험을 찾기 위한 충치 위험 평가 및 문서 $0

D0603 고위험을 찾기 위한 충치 위험 평가 및 문서 $0

D0999 진료 방문 요금 - 방문당 $0

예방의료

D1120 예방조치-소아 $0

D1206 불소 국소 바니쉬. 충치 위험도가 보통에서 고위험에 해당되는 환자를 
위한 치료 요법

$0

D1208 불소 국소 도포 $0

D1310 치과 질환 완화를 위한 영양 상담 $0

D1320 구강 질환 완화 및 예방을 위한 담배 상담 $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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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30 구강 위생 지침 $0

D1351 실란트 - 치아당 $0

D1352 중간 -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의 레진이 안정화되지 못하도록 함 $0

D1510 간격유지장치 – 고정식 – 한쪽 $0

D1515 간격유지장치 – 고정식 – 양쪽 $0

D1520 간격유지장치 – 이동식 – 양쪽 $0

D1525 간격유지장치 – 이동식 – 양쪽 $0

D1550 간격 유지 장치 재부착 $0

D1555 고정식 간격유지장치의 제거 $0

복원

D2140 아말감 - 한 표면, 유치 또는 영구치 $25

D2150 아말감 - 2개의 표면, 유치 또는 영구치 $25

D2160 아말감 - 3개의 표면, 유치 또는 영구치 $25

D2161 아말감 - 4개 이상의 표면, 유치 또는 영구치 $25

D2330 레진 기반 합금 - 전방 1개 표면 $25

D2331 레진 기반 합금 – 전방 2개 표면 $25

D2332 레진 기반 합금 – 전방 3개 표면 $25

D2335 레진 기반 합금 – 4개 이상의 표면 또는 절단면의 각도(전방)를 포함 $25

D2390 레진 기반 합금 크라운, 전방 $25

D2391 레진 기반 합금 – 후방 1개 표면 (영구치) $25

D2392 레진 기반 합금 – 후방 2개 표면 (영구 치아) $25

D2393 레진 기반 합금 – 후방 3개 표면 (영구 치아) $25

D2394 레진 기반 합금 – 4개 이상의 표면 또는 절단면의 각도(전방)를 포함 (영구 
치아)

$25

D2510 인레이 – 금속 – 1개 표면 $235

D2520 인레이 – 금속 – 2개 표면 $245

D2530 인레이 – 금속 – 3개 이상의 표면 $260

D2542 온레이 – 금속 – 2개 표면 $275

D2543 온레이 – 금속 – 3개 표면 $285

D2544 온레이 – 금속 – 4개 이상의 표면 $300

D2610 인레이 – 도재/세라믹 – 1개 표면 $275

D2620 인레이 – 도재/세라믹 – 2개 표면 $285

D2630 인레이 – 도재/세라믹 – 3개 이상 표면 $300

D2642 인레이 – 도재/세라믹 – 2개 표면 $285

D2643 인레이 – 도재/세라믹 – 3개 표면 $300

D2644 인레이 – 도재/세라믹 – 4개 이상 표면 $300

D2650 인레이 – 레진 기반 합금 – 1개 표면 $215

D2651 인레이 – 레진 기반 합금 – 2개 표면 $235

D2652 인레이 – 레진 기반 합금 – 3개 이상 표면 $245

D2662 인레이 – 레진 기반 합금 – 2개 표면 $225

D2663 인레이 – 레진 기반 합금 – 3개 표면 $255



47

코드 서비스 코페이

D2664 인레이 – 레진 기반 합금 – 4개 이상 표면 $275

크라운 – 복원 1개만

D2710 크라운 – 레진 기반 합금(간접) $140

D2712 크라운 – 3/4 레진 기반 합금(간접) $140

D2720 크라운 – 초귀금속을 포함한 레진 $300

D2721 크라운 - 기본 금속을 주로 이용한 레진 $300

D2722 크라운 – 초귀금속을 포함한 레진 $300

D2740 크라운 - 도재/세라믹 모판 $300

D2750 크라운 - 초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2751 크라운- 주로 비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2752 크라운 - 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2780 크라운 – 3/4 초귀금속 주조 $300

D2781 크라운 - 3/4 주로 비금속 주조 $300

D2782 크라운 – 3/4 귀금속 주조 $300

D2783 크라운- 3/4 도재/세라믹 $300

D2790 크라운 – 초귀금속 전체 주조 $300

D2791 크라운 - 주로 비금속 전체 주조 $300

D2792 크라운 – 귀금속 전체 주조 $300

D2794 크라운 - 티타늄 $300

D2910 리시멘트 인레이, 온레이 또는 부분 보장 복원 $35

D2915 리시멘트 주조 또는 조립식 포스트 및 코어 $35

D2920 리시멘트 크라운 $35

D2921 치아 파절편, 절단 또는 융기의 재부착 $25

D2930 조립식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 - 유치 $85

D2931 조립식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 - 영구치 $100

D2932 조립식 레진 크라운 $100

D2933 조립식 스테인리스틸 크라운 레진 윈도우 $120

D2934 조립식 미용 코팅된 스테인레스스틸 $115

D2940 진정제 필링 $25

D2941 임시 치료상 복원 - 유치 치열 $25

D2950 핀 포함한 코어 강화 $80

D2951 보존용 핀 - 치아당, 복원 이외 $15

D2952 간접 제작된 크라운 이외의 지대치 및 코어 $110

D2953 간접 제작된 각 추가 지대치 - 동일 치아 $65

D2954 크라운 이외의 조립식 포스트 및 코어 $94

D2955 포스트 제거 $30

D2957 각각의 추가 미리 조립된 포스트 - 같은 치아 $64

D2960 라비알 비니어(레진 기반) – 체어사이드 $270

D2962 라비알 비니어(도재 라미네이트) $300

D2970 임시 크라운 $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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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71 기존의 부분적 치아틀 아래에 새 크라운을 세우는 추가 시술 $65

D2980 크라운 복구, 보고상 $70

D2981 복원 자료 실패로 인해 필요한 인레이 수리 $70

D2982 복원 자료 실패로 인해 필요한 온레이 수리 $70

근관치료

D3110 치수 복조 – 직접(최종 복원 제외) $15

D3120 치수 복조 – 간접(최종 복원 제외) $15

D3220 치료용 치수절단(최종 복원 제외) - 상아시멘트질 경계에 치아머리속질을 
제거하고 약물 적용

$75

D3221 유치 및 영구치의 치수 죽은 조직 제거 $55

D3222 치근단유도술에 대한 부분적 치수절단 $55

D3230 속질 치료 - 유치 전치 $60

D3240 속질 치료 - 후치부, 유치 $70

D3310 전치(최종 복원 제외) $195

D3320 소구치(최종 복원 제외) $275

D3330 구치(최종 복원 제외) $300

D3331 치근관 폐쇄 치료, 비 수술적 방법 $105

D3332 불완전 근관치료, 수술 불가능, 복원 불가능 또는 파절치 $105

D3333 천공에 대한 내부 치근 복원 $105

D3346 이전 근관 치료의 재치료 - 전치 $275

D3347 이전의 근관 치료에 대한 재치료 - 이두치 $300

D3348 이전의 근관 치료에 대한 재치료 - 어금니 $300

D3351 치근단 형성 유도술/재칼슘화 – 최초 방문 $110

D3352 치근단 형성 유도술/재칼슘화 - 중간 $55

D3353 치근단 형성 유도술/재칼슘화 – 최종 방문 $175

D3355 치수 재생 – 최초 방문 $110

D3356 치수 재생 - 임시 약물 대체 $55

D3357 치수 재생 - 치료 완료 $175

D3410 치근단절제술/치근 주위수술 - 전치 $265

D3421 치근단절제술 / 치근 주위수술 - 앞 어금니 (첫 번째 루트) $295

D3425 치근단절제술/치근 주위수술 - 어금니(첫 번째 루트) $300

D3426 치근단 절제술/치근 주위 수술(각 추가 루트) $90

D3427 치근첨절제술 없이 치근 주위 수술 $90

D3430 레트로그레이드 필링-루트당 $65

D3450 루트 절단 - 루트당 $135

D3910 고무 댐으로 둘러싼 고립된 치아의 수술 절차 $30

D3920 편측절단술(치근 제거 포함), 근관 치료 제외 $115

D3950 근관 형성 및 사전 성형된 이음재 또는 지대치 맞추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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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치료

D4210 치은절제 또는 치은성형술 - 4개 이상의 선천성 치아 또는 지대치 공간 – 4
분원

$150

D4211 치은절제 또는 치은성형술 - 1~3개의 근접 치아 또는 지대치 공간 – 4분원 $75

D4240 루트플랜을 포함한 잇몸판막술, 네 개 이상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225

D4241 치근 활택술을 포함한 치은 피판 시술 – 1~3개의 근접 치아 또는 지대치 
공간 – 4분원

$155

D4245 근단 변위 편막술 $240

D4249 임상적 크라운 연장 - 경조직 $175

D4260 뼈수술 (플랩 엔트리 및 폐쇄 포함) -네 개 이상의 인접 치아나 치아 
경계공간 - 사분면당

$300

D4261 뼈수술 (플랩 엔트리 및 폐쇄 포함) -1~3개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275

D4263 뼈 대체 이식편 – 분원당 최초의 위치 $225

D4264 뼈 대체 이식편 – 분원당 각 추가 위치 $135

D4270 페디클 연부조직 이식 절차 $285

D4274 원위 또는 근위 웨지시술 (같은 해부학적 영역의 수술과 함께 수행하지 
않는 경우)

$95

D4277 자유 연조직 이식(제공자 수술 포함), 이식에서 첫 치아 또는 무치아 위치 $285

D4341 치주 치석제거 및 치근 활택술 – 4개 이상 치아 – 4분원 $65

D4342 치주 스케일링 및 치근 활택술 – 1~3개의 치아 – 4분원당 $35

D4355 포괄적인 검사/진단이 가능한 전구강 괴사조직 제거 $65

D4381 감염된 열구조직으로 조절 방출되는 항균제의 국소 투여, 치아당, 보고서로 $35

D4910 치주 관리 $45

D4920 미예정 드레싱 교체 $0

보철 치료 

D5110 전체 의치 - 위턱 $300

D5120 전체 의치 - 아래턱 $300

D5130 즉시 의치 - 위턱 $300

D5140 즉시 의치 - 아래턱 $300

D5211 위턱 부분 의치 - 레진 베이스(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00

D5212 아래턱 부분 의치 - 레진 베이스(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00

D5213 위턱 부분 의치 - 레진 의치 기반의 금속 틀 주조(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00

D5214 하악 부분 의치 - 레진 의치 기반의 금속 틀 주조(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00

D5225 위턱 부분 의치 - 유연한 베이스(모든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00

D5226 하악 부분 의치 - 유연한 베이스(모든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00

D5281 떼어낼 수 있는 단일 부분 의치 – PC 주조 금속 1개 $290

D5410 전체 의치 조정-위턱 $2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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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411 전체 의치 조정-아래턱 $25

D5421 부분 의치 조정-위턱 $25

D5422 부분 의치 조정-아래턱 $25

D5510 손상된 전체 의치 베이스 수리 $55

D5520 소실 치아 또는 파절치 대체 – 전체 의치(각 치아) $45

D5610 레진 의치 베이스 수리 $55

D5620 캐스트 프레임워크 수리 $55

D5630 손상된 클래스프 수리 또는 교체 $60

D5640 손상된 치아 교체-치아당 $48

D5650 기존의 부분 의치에 치아 추가 $55

D5660 기존의 부분 의치에 클래스프 추가 $65

D5670 전체 치아 및 아크릴 틀 상악 교체 $175

D5671 전체 치아 및 아크릴 틀 하악 교체 $175

D5710 위턱 전체 의치 리베이스 $180

D5711 아래턱 전체 의치 리베이스 $180

D5720 위턱 부분 의치 리베이스 $170

D5721 아래턱 부분 의치 리베이스 $170

D5730 위턱 전체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95

D5731 아래턱 전체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95

D5740 위턱 부분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95

D5741 아래턱 부분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95

D5750 위턱 전체 의치 리라인(실험실) $135

D5751 아래턱 전체 의치 리라인(치과 기공소) $135

D5760 위턱 부분 의치 리라인(치과 기공소) $135

D5761 아래턱 부분 의치 리라인(치과 기공소) $135

D5820 임시 부분 의치(상악) $165

D5821 임시 부분 의치(하악) $165

D5850 조직 양화, 상악 $40

D5851 조직 양화, 하악 $40

D5863 가철성 보철물 – 상악 전체 $300

D5864 가철성 보철물 – 하악 전체 $300

D5865 가철성 보철물 – 부분 상악 $300

D5866 가철성 보철물 – 부분 하악 $300

D5999 의치 복제 $225

보철 치료(고정)

D6205 가공 의치 – 간접 레진 기반 합금 $175

D6210 가공 의치 – 초귀금속 주조 $300

D6211 가공 의치 - 주로 비금속 주조 $300

D6212 가공 의치 – 귀금속 주조 $300

D6214 가공 의치 - 티타늄 $300

D6240 가공 의치 - 초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6241 가공 의치- 주로 비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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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42 가공 의치 - 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6245 가공 의치 - 도재/세라믹 $300

D6250 크라운 - 초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6251 크라운- 비금속 융합 도재 $300

D6252 크라운 - 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6600 인레이 – 도재/세라믹, 2개 표면 $285

D6601 인레이 – 도재/세라믹, 3개 이상 표면 $300

D6602 인레이 - 초귀금속 주조, 2개의 표면 $245

D6603 인레이 - 초귀금속 주조, 3개의 표면 $260

D6604 인레이 – 주로 기본 금속 주조, 2개의 표면 $235

D6605 인레이 – 주로 기본 금속 주조, 3개 이상 표면 $250

D6606 인레이 - 귀금속 주조, 2개 표면 $235

D6607 인레이 - 귀금속 주조, 3개 이상 표면 $255

D6608 온레이 – 도재/세라믹 – 2개 표면 $250

D6609 온레이 – 도재/세라믹 – 3개 이상 표면 $255

D6610 온레이 - 초귀금속 주조, 2개 표면 $300

D6611 온레이 - 초귀금속 주조, 3개 이상 표면 $300

D6612 온레이 – 주로 기본 금속 주조, 2개 표면 $300

D6613 온레이 – 주로 기본 금속 주조, 3개 이상 표면 $300

D6614 온레이 - 귀금속 주조, 2개 표면 $300

D6615 온레이 - 귀금속 주조, 3개 이상 표면 $300

D6624 인레이 티타늄 $245

D6634 온레이 티타늄 $255

D6710 크라운 – 간접 레진 기반 합금 $175

D6720 크라운 – 초귀금속을 포함한 레진 $300

D6721 크라운 - 주로 기본 금속 레진 - 틀니 $300

D6722 크라운 – 귀금속을 포함한 레진 $300

D6740 크라운 - 도재/세라믹 $300

D6750 크라운 - 초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6751 크라운- 주로 비금속에 융합된 도재 $300

D6752 크라운 - 귀금속과 융합한 도재 $300

D6780 크라운 – 3/4 초귀금속 주조 $300

D6781 크라운 - 3/4 캐스트 주로 비금속 $300

D6782 크라운 – 3/4 귀금속 주조 $300

D6783 크라운- 3/4 도재/세라믹 틀니 $300

D6790 크라운 – 초귀금속 전체 주조 $300

D6791 크라운 - 주로 비금속인 전체 주조 $300

D6792 크라운 – 귀금속 전체 주조 $300

D6794 크라운 - 티타늄 $300

D6930 리시멘트 고정 부분 의치 $48

D6940 응력분산 $120

D6980 고정 부분 의치 수복, 보고서에 의해 $6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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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수술:

D7111 발치, 관측 단편 - 젖니 $15

D7140 발치, 정출 치아 또는 노출 치근(들어올리기 및/또는 겸자를 이용한 제거) $65

D7210 비중격 천공의 들어올리기가 요구되는 정출 치아의 수술적 제거와 뼈 및/
또는 치아 부분의 발치

$45

D7220 매복치 제거- 연조직 $50

D7230 매복치 제거- 부분적 뼈 $50

D724 매복치 제거- 완전한 뼈 $160

D7241 매복치 제거 – 전골편, 특이한 수술적 합병증 $95

D7250 잔존 치근의 수술적 제거 (커팅 절차) $90

D7270 치아 재치환술 및/또는 사고로 인한 이탈 또는 탈구 치아의 안정화 $65

D7280 맹출된 치아의 수술적 접근의 노출 $125

D7282 정출 치아 또는 잘못 자리잡은 치아의 정출을 돕기 위한 이동 $135

D7285 구강 조직의 생검 - 경조직 (뼈, 치아) $85

D7286 구강 조직의 생검 - 연조직 (기타) $55

D7288 브러시 생검 – 경상피 표본 수집 $0

D7310 발치와 관련된 치조골 성형수술 - 4분원당 $50

D7311 발치와 관련된 치조골 성형수술 – 1~3개 치아 또는 지대치 공간 – 4분원당 $40

D7320 발치와 관련되지 않은 치조골 성형수술 - 4분원당 $75

D7321 발치와 관련되지 않은 치조골 성형수술 – 1~3개 치아 또는 지대치 공간 – 4
분원당

$65

D7410 1.25 cm 위로 양성 병변 절제 $175

D7411 1.25 cm 이상 양성 병변 절제 $300

D7412 양성 병변 절제, 복합 $300

D7450 1.25 cm까지의 양성 치주 포낭 제거 $200

D7451 1.25 cm 이상의 양성 치주 포낭 제거 $285

D7460 1.25 cm까지의 양성 비치성 포낭 제거 $200

D7461 1.25 cm 이상의 양성 비치성 포낭 제거 $285

D7471 외측 뼈돌출증 제거 $165

D7472 융기 구개 제거 $300

D7473 융기 하악 제거 $265

D7485 잇몸의 융기부 수술로 제거 $75

D7510 농양의 절개 및 배농술 - 구강 내 연조직 $20

D7511 농양의 절개 및 배농술 - 구강 내 연조직 – 복잡한(복수 근막공간의 배농술 
포함)

$35

D7520 종기 절개 및 배출 - 구강 외 연조직 $275

D7521 종기 절개 및 배출 - 구강 외 연조직 - 복합 $300

D7910 5 cm까지의 최근 작은 상처의 봉합 $35

D7960 포피 소대 절제술 (설소대 절제술 또는 설소대 절단술) - 개별 절차 $25

D7963 혀주름띠 성형 $55

D7970 비대 조직 제거 - 상악/하악당 $65



53

코드 서비스 코페이

D7971 치관주위 치은절제술 $55

D7972 섬유질 융기부 수술로 축소 $145

D7999 명시되지 않은 구강 수술 절차, 보고서상 $10

교정 치료 (의학적으로 필요함)

D8070 과도기 치열의 포괄적 교정 치료

$1,000
D8080 청소년 치열의 포괄적 치열 교정 치료

D8660 사전 교정 치료 방문

D8999 명시되지 않은 치열 교정 절차, 보고서상

부가적인 일반 서비스

D9110 치통의 완화 치료(긴급)-간단한 시술 $10

D9210 수술과 관련 없는 국소마취 $5

D9211 지역 신경 차단마취 $5

D9212 삼차 신경 부분 차단 마취 $10

D9215 국부 마취 $5

D9220 진정/전신마취- 처음 30분 $95

D9221 진정/전신마취- 각 추가 15분 $80

D9230 마취, 불안 완화, 일산화질소 흡입 $10

D9241 정맥 수면마취/진통 - 처음 30분 $155

D9242 정맥 수면마취/진통 - 각 추가 15분 $60

D9248 비정맥 자각 진정 $20

D9310 상담 – 치과의사 또는 의사에 의해 제공된 진단 서비스(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이외)

$20

D9430 관찰을 위한 진료실 방문(정기적으로 예약된 시간으로 제한) - 다른 
서비스는 실행하지 않음

$20

D9440 진료실 방문 - 정기적으로 예약된 시간 후 $35

D9450 사례 발표, 세부적 및 추가적 치료 계획 $0

D9930 합병증 치료 - 수술 후 $0

D9940 교합 가드, 보고서로 $175

D9951 교합 조정 - 제한적 $55

D9952 교합 조정 - 완전한 $165

D9972 외부 표백 - 아치당 $125

D9999 예약 지키기 못함 $10

치과 코드는 "Current Dental Terminology©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유추했습니다.

소아 치과 의료 프로그램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소아 치과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또는 용품은 귀하 플랜의 의료 
혜택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EOC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 예방 서비스(청소)는 매 12개월마다 2
번으로 제한됩니다. 

• 불소 치료는  
12개월마다 2번 보장됩니다.

• 정기 검사와 연계된 교익형 X-선 촬영은 
연속 6개월 기간마다 한 번의 4개 
필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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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검사와 연계된 전체 구강 X-선 촬영은 
연속 24개월마다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 파노라마 X-선 촬영은 연속 24개월마다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 치과 봉함 치료는 첫째, 둘째 큰어금니 
영구치만으로 제한됩니다.

• 치주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치은 연하 
소파술은 연속 12개월마다 다섯(5)번의 
4분원 치료로 제한됩니다.

• 보철물 교체는 충치 또는 파절의 재발생과 
같은 상태처럼 결함이 있거나 치과적으로 
필요한 교체일 때에만 보장됩니다.

• 크라운은 충전을 계속해 담고 있기에는 
치아에 충분한 보유력이 없을 때에만 
보장됩니다. 

• 진료실 또는 기공실 릴라인 혹은 
리베이스는 연속 12개월마다 아치당 한 번
(1)으로 제한됩니다.

• 조직 컨디셔닝은 틀니당 2번으로 
제한됩니다.

• 고정 브릿지는 19세 미만 사람이 없어진 
영구 앞니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장됩니다. 1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이것은 선택적 치과 치료로 고려됩니다. 
19세 미만 회원에게 수행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고정식 브릿지와 간견 
유지기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없어진 후방 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 
고정식 브릿지는 가공의치가 치과적으로 
좋은 상태일 경우 선택적이라 고려되며 
인공치아를 지지할 목적인 경우에만 
크라운될 것입니다. 고정식 브릿지는 
동일 아치의 부분 틀니와 연계되어 
제공될 경우 선택적입니다. 기존 고정식 
브릿지의 교체는 치유로 만족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보험 혜택은 크라운 
또는 아치당 브릿지 작업의 최대 다섯 
단위까지만 허용합니다. 여섯 단위부터는 
선택적 치료인 전체 구강 재건술로 
고려됩니다.

• 치료 치과의 또는 Health Net가 치과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다음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측두 하악 관절 치료(일명 "TMJ").

– 선택적 치과 및 미용 치과.

– 파절 혹은 탈구의 조절이 필요한 구강 
수술, 턱교정 수술, 치과 교정 목적만을 
위한 발취(파절 또는 탈구된 치아에 
적용되지 않음).

– 악성, 낭종, 종양, 또는 선천성 기형의 
치료.

– 처방 의약품.

– 모든 유형의 병원 비용 부과.

– 전체 혹은 부분 틀니의 분실 또는 도난.

– 이식술.

– 실험적 시술. 

– 의료 혜택 부분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한 
일반 마취 또는 정맥/자각 진정.

– 환자의 신체 또는 행동 제한때문에 
수행될 수 없는 서비스.

– 진료 예약을 놓쳤거나 지키지 못했기에
(24시간 전 알림 없이) 발생한 비용은 
환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키지 못한 예약에 대한 코페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회원이 취소함, 또는(2) 응급상황 
또는 회원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 인해 
예약을 지키지 못함.

– 윤곽, 접촉, 교합을 교정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술.

– 보장 서비스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시술.

– 주(州) 정부 또는 자치체, 카운티, 혹은 
그 외 구획의 기관에 의해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 모든 유형의 치과 혜택에서 사용된 
귀금속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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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본인의 패널 공급자에 의해 
치료될 수 없거나 소아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본인의 플랜 
공급자가 소아 치과의사인 경우를 
제외한 소아 치과의사의 서비스. 

– 가입자가 응급진료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 대해 응급 
진료 시설에서 받은 소아 치과 서비스.

치아교정 혜택

이 치과 플랜은 위에서 설명한 치아교정 
혜택을 보장합니다. 발치와 초기 X-선 
진단은 이러한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아교정 치료는 반드시 협약 치과의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치아교정 의료에 대해 전문의에게 의뢰

각 회원의 일차 치과의에는 보험 혜택을 
위해 회원의 전체 치과 의료를 지시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차 치과 의사가 
치아교정을 권장하고 본 치과 플랜하에서 
그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으면 Health Net의 고객서비스센터는 협약 
치열 교정 의사 명부에서 협약 치열 교정 
의사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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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적으로 필요한 유방절제(종괴절제 포함)가 수행되었을 경우, 유방 재건 수술과 한쪽 유방을 복원하거나 유방 대칭을 이루기 
위해(균형된 비율) 수행되는 수술은 보험 보장됩니다. 또한 수술이 다음 중 하나를 이루기 위해 선천성 기형, 발달 이상, 외상, 
감염, 종양, 질병에 의해 유발된 신체의 이상 구조를 교정 또는 복원하기 위해 수행될 경우. 기능을 향상하거나 수술이 해당 
회원의 모습에 최소적인 향상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가능한 범위로 정상적 모습을 재현하기 위함.

개인 및 가족 플랜(IFP)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모든 Individual & Family Plan(IFP) 
플랜에 공통적인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이에 대한 후속 
진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에서는 보험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택된 
목록만을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 목록에 
대해서는 Health Net 개인 및 가족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 Health Net에 의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된 서비스와 용품. 단 본 
안내서의 앞장인 "Health Net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비용을 보장합니까?" 및 
"Health Net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에서 명시된 것 제외.

•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사전 
승인(HMO) 또는 사전 인증(HSP)이 
구해진 경우의 서비스를 제외한 이송되지 
않았거나 응급진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구급차와 구급요원 서비스. 

• 수중 요법과 기타 물 요법 서비스가 
물리치료 플랜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 요법과 물 요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간병. 간병은 자활 의료가 아니고 걷기, 
침대 사용, 목욕, 옷 입기, 특별 식이요법의 
준비 및 섭취, 일반적으로 자가 투약되는 
약물 복용의 감독에 대한 도움 제공과 
같은 일상 생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환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며 계속적으로 
전문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간호가 
아닙니다.

• Health Net에 의해 실험적 또는 
조사적이라고 결정된 절차. 단 본 
안내서의 앞장인 "Health Net가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비용을 보장합니까?" 및 
"Health Net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에서 명시된 것 제외.

• 보험 보장 효력발생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 또는 용품과 본 플랜을 통한 
보장이 말소된 후 제공된 서비스 또는 
용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원이 공급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 
구속을 받지 않거나 공급자가 아무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환급.

• 보장이 주(州) 또는 연방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보장되는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용품.

• 여성을 임신시키기 위한 의도의 서비스 
또는 용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절차에는 정자 또는 난소의 수집, 보관 
혹은 구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외모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변경 또는 형태를 고치기 
위해 이루어지는 미용 성형수술.3

• 측두하악 관절장애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는 크라운, 온레이, 가공 의치, 
교정장치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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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플랜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Medicare에서 승인한 전문 요양원 시설, 
또는 본 플랜의 플랜 계약서 및 EOC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명시된 적절한 면허가 
인가된 시설에서 제공된 서비스 또는 
용품만을 보장합니다. 주로 노인, 요양을 
위한 장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에 상관 
없이 또는 이와 유사와 기관은 이러한 
자격이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또는 용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19세 이상 개인에 대한 치과 의료. 하지만 
본 플랜은 구개파열 시술 위한 재건성형의 
불가분한 일부로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또는 치열교정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구개열, 구순열, 또는 구개열과 관련된 
기타 두개안면 기형. 

• 위치이상 또는 상악골 혹은 하악골의 
부적절한 발달의 교정을 위한 수술 
및 관련 서비스. 그러한 수술이 외상 
또는 종양 혹은 신생물의 존재로 인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외됨. 구개열 시술에 관한 
정보는 위의 "치과 의료" 예외규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 보청기.

• 개인 간호. 교대 근무 간호와 교대 근무 
간호 서비스의 일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회원의 치료 
주치의가 권장하고 Health Net의 승인을 
받을 경우를 제외한 눈의 굴절 이상 
교정을 위한 모든 눈 수술.

• 본 안내서 앞장의 소아 비전 의료 
프로그램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한 
콘택트 렌즈, 교정 렌즈(신체 안구 렌즈를 
교체하는 이식 렌즈 제외), 시력 치료, 
안경.

• 자발적으로 외과적으로 유도된 불임을 
복원하기 위한 서비스. 

• 보장되는 의료 상태, 질환, 부상의 진단 
혹은 치료과 관련 없는 서비스 또는 용품. 
하지만 합병증(예: 성형 수술 후 생명이 
위협되는 합병증)이 정기적 후속 진료를 
받기 이전에 심각해질 경우, 해당 플랜은 
비보장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의료 상태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용품을 
보장합니다.

• 본 플랜의 플랜 계약서와 EOC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조제 받거나 복용하게 된 
외래환자 약물, 의약품 또는 기타 물질.

• 외국 여행/직업 목적상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및 주사.

• 대리모가 Health Net의 회원인 경우, 
대리모 임신에 대한 서비스는 보장됩니다. 
대리 임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플랜은 의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그러한 보상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합니다. 

• 비록 본 플랜은 내구성 의료 장비를 
보장하지만 다음 물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 운동 장비, (b) 위생 장비 
및 용품, (c) 협약 공급자, 의료진 그룹 
또는 병원이 피부 병터 또는 수술절개 
부위에 적용한 주요 드레싱 이외의 외과 
수술적 드레싱, (d) 저쿠지, 거품 목욕기, 
(e) 측두하악 관절 장애와 관련된 치과 
의료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치아 교정 
기구, (f) 스타킹, 일반 소매점 판매 지원 
기구와 같은 지원 기구 또는 운동 성능 
또는 스포츠 관련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장구, (g) 보장구 및 교정 신발류(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발 기구).

• 개인 편의 물품.

• 특정 일회용 개구 수술 또는 비뇨기과 
용품. 자세한 정보는 혜택 플랜의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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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던 경우의 
가정 출산.

• 의사 자가 치료.

• 직계 가족에 의한 치료.

• 척추 교정 서비스.

• 가정 건강 의료(연간 100번의 총합 
방문으로 제한, 하루 최대 3번의 방문, 
방문당 4 시간).

• Health Net, 협약 공급자(의료), 의료진 
그룹(의료) 또는 관리자(정신 장애 또는 
화학물 의존)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 혹은 용품. Health Net의 절차를 
따름.

• 고위험 임신의 경우 태아 유전자 장애의 
산전 진단을 위한 것을 제외한 유전자 
장애에 대한 진단 절차 또는 검사.

•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비처방약, 의료 
장비 또는 용품(당뇨병 관리와 치료를 
위한 경우나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 
B 권장사항에 따라 예방 목적을 위하거나 
FDA에 의해 승인된 여성 피임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경우 제외). 이전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었던 약이 
이제 처방전과 동일한 강도가 일반의약품
(OTC)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유사한 
물질이고 거의 동등한 임상효과가 있는 
처방약은 Health Net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했을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용량의 비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을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입할 수 있으면 그 
더 높은 용량의 약물은 보장됩니다.

• 당뇨병 또는 말초 혈관병 치료를 위해 
처방된 경우가 아닌 정기 발 의료.

• 불임의 진단,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한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전반 발달 장애 또는 자폐증을 위한 행동 
건강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州)의 건강 의료 공급자 
면허를 소지한 개인에 의해 제공됮 
경우라도 고용 또는 전문가 목적을 포함한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기타 모든 서비스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치료가 실험적 또는 조사적 성격으로 
고려되는 제대혈, 제대혈 줄기세포, 
성인 줄기세포(이러한 것의 수집, 보존, 
보관이 아님). 실험적 또는 조사적이라 
고려되어서 플랜 보장이 거부된 것에 
대한 독립의료심사를 요청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앞 장에 있는 
"Health Net와 동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병적 비만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비만 
수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Health Net가 
승인하고 Health Net 비만 수술 센터에서 
Health Net 비만 수술 센터와 협약된 
Health Net 비만 수술 센터 네트워크 소속 
외과의에 의해 이루어진 수술인 경우 
보장됩니다. Health Net에는 체중 감량 
수술을 집도하기 위한 비만 수술 센터로 
지정된 특정 네트워크의 비만 시설 및 
외과의가 있습니다. 담당 회원 진료의가 
이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인이 구해지면 
Health Net 비만 수술 센터로 안내될 
것입니다.

• 유해자극(혐오 요법)과 연관된 행동을 
통해 싫어함을 유발시킴으로써 행동을 
변경시키는 치료 요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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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및 자활 요법에 대한 보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또는 유자격 
자폐증 서비스(Quali�ed Autism Service, 
QAS) 공급자, QAS 전문가 혹은 QAS 
전문직 보조원이 전반발달장애 혹은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의 면허 
범위내에 행하는 플랜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 면허 인가를 받은 의사, 언어 혹은 
작업 요법사,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플랜 혹은 해당 회원의 
의료 그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는 해당 플랜 혹은 해당 회원의 
의료 그룹에 의해 승인된 치료 플랜에 
반드시 기초되어야 합니다.

• 다음 유형의 치료만이 정신 장애 혹은 
화학물 의존에 대한 보장되는 치료와 
연계되어 제공되었을 때 보장됩니다. 
(a) 상호의존에 대한 치료 (b)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c) 결혼 혹은 
가족 기능장애에 대한 치료. 섬망, 치매, 
기억상실 장애(DSM-IV에서 정의된 
것처럼), 정신지체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보장되지만 정신치료 혹은 정신의학, 
화학물 의존 또는 약물 이용 치료가 기꺼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동반되는 행동 
및/또는 정신적 증상, 화학물 의존 혹은 
약물 남용 장애 상태에 대해 보장됩니다. 
또한 Health Net는 캘리포니아 주(州) 법에 
따라 면허를 인가 받았고 그러한 면허 
범위내에서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州) 법하에서 승인받은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그러한 정신 장애 
혹은 화학물 의존 서비스만을 보장합니다.

• Erhard/�e Forum, 프라이멀 요법, 
생물에너지학적 요법, 최면요법, 크리스털 
치료 요법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전문 의료 혹은 정신 건강 진료에 
대한 미국 표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이 
거부된 것에 독립의료심사를 요청하는 
것에 관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앞 장에 
있는 "Health Net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를 참조해 주십시오.

• 바이오피드백 요법에 대한 보장은 실금, 
만성 통증과 같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신체 장애의 치료와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 의약품 관리 혹은 진단 명료화를 포함한 
치료 계획의 보조에 대해 면허가 있는 
심리사가 행한 경우를 제외한 심리학적 
검사. 수행할 자격이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행된 점수 매김이 아닌 자동화된 
점수매김, 컴퓨터 기반 보고에 대한 
보장도 제외됩니다.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거주 치료는 
제외됩니다. 황야지 센터 훈련, 보호간호, 
상황 혹은 환경 변화에 대한 입원 또는 
결연 가정 혹은 중간 거주지에 배치되는 
대신인 입원을 포함한 의학적으로 
적절하다고 고려되지 않는 입원.

• 주(州) 병원에서의 서비스는 응급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진료의 결과로 인한 치료 
혹은 입원으로 제한됩니다. 

• 전화상으로 제공되는 치료 혹은 상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가석방 혹은 보험 감찰 조건의 의료, 정신 
건강 의료 혹은 화학물 의존 서비스와 
법정 지시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장되는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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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면허, 고용, 학교, 캠프 또는 기타 
비예방적 목적을 위한 정기 신체 검사
(정신 검진 혹은 약물 선별검사 포함). 정기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의사가 
지시한 것이 아닌 회원의 증상의 부재 
또는 기타 비예방적 목적으로 회원의 일반 
건강을 검사할 목적으로 구해집니다. 
예에는 고용시 받는 검사 혹은 학교, 캠프, 
운동 조직과 같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모든 HSP 플랜에 대한 추가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 이 플랜은 마사지 요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서비스가 물리 요법 
치료 플랜의 일부인 경우 제외. 서비스는 
Health Net에 의해 요구되는 것처럼 반드시 
승인된 치료 계획에 기초해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급자 혹은 
시설로부터 받은 서비스 또는 용품은 
Health Net(의료), 관리자(정신 장애 또는 
화학물 의존)가 승인하거나 또는 응급상황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진료로 필요할 
때에만 보장됩니다.

모든 HMO 플랜에 대한 추가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 이 플랜은 마사지 요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서비스가 물리 요법 
치료 플랜의 일부인 경우 제외. 서비스는 
반드시 Health Net가 요구한 것처럼 승인된 
치료 플랜에 기초해야 하며 Health Net 
또는 의료진 그룹의 사전 승인 없이 
비협약 의상에 의해 이루어진 의료진 그룹 
서비스 및 용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급자 혹은 
시설로부터 받은 서비스 또는 용품은 담당 
의료진 그룹(의료), 관리자(정신 장애 또는 
화학물 의존)가 승인하거나 또는 응급상황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진료로 필요할 
때에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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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19세 이상에 
한함)에 선택적 치과 보장이 포함됨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의 치과 의료에 대한 주 혜택 
및 보장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에 대한 
치과 보장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되고 Dental Bene�t Providers 
of California, Inc.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혜택은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본 플랜하에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인 
치과 서비스를 받기를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협약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되지 않는 혜택인 
그러한 치과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해당 치과 의사는 제공될 각 
서비스와 각 서비시의 예상 비용을 포함한 
치료 계획은 해당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치과 보장 옵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Health Net 치과 ID 카드 
뒷면에 인쇄된 번호로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하거나 담당 보험 중계인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 보험 보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보험 보장의 증서 문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치과 의사 선택
당사 치과 플랜은 귀하로 하여금 개인 치과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을 쉽게 하여줍니다. 
가입하면 반드시 귀하 지역에 있는 당사 
일차진료 치과의 목록에서 전체 가족에 대한 
치과 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일차진료 치과의를 찾으려면 
www.yourdentalplan.com/healthnet로 
가서 치과 의사 찾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공급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Health Net의 치과 고객서비스센터에 
1-866-249-2382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담당 주치 치과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달 15일 이전에 변경된 
주치 치과의는 다음 달 첫째날에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차진료 치과의 목록에서 새 
치과 의사를 선택한 다음, Health Net 치과 
고객서비스센터에 1-866-249-2382번으로 
전화하여 변경해 주십시오.

또한 성인과 어린이에 대한 치열 교정 
보장을 제공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명부에서 
치열 교정 치과의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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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보장의 증표와 보험 플랜 계약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치과 혜택 요약

보험 적용되는 혜택. 회원 부담액
가입자 우선부담금(디덕터블) 없음

평생 최대 한도액 없음

전문가 서비스 - 진단

D0120 소아 구강 검사 – 기존 환자 비용 없음

D0140  제한적 구강 검사 – 문제에 집중 비용 없음

D0150 종합적 구강 검사 – 신규 또는 기존 환자 비용 없음

D0210 구강내 X-선 촬영 – 전체 시리즈(교익형 포함) 비용 없음 

D0220 구강내 X-선 촬영 – 치근단 첫 촬영 비용 없음

D0230 구강내 X-선 촬영 – 치근단 각 추가 촬영 비용 없음 

D0240 구강내 X-선 촬영 – 교합 촬영 비용 없음

D0270 교익형 X-선 촬영 – 단일 촬영 비용 없음

D0272 교익형 X-선 촬영 – 두 번 촬영 비용 없음

D0273 교익형 X-선 촬영 – 세 번 촬영 비용 없음

D0274 교익형 X-선 촬영 – 4번째  
교익형 X-선 촬영은 12개월에 한 번 촬영할 때 4번째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비용 없음

D0330 파노라마 촬영 비용 없음

D0350 구강 / 안면 사진 영상 비용 없음

D0460 치수 생활력 검사 비용 없음

D0470 진단용 캐스트 비용 없음

D0473 조직 기탁, 현미경 육안 검사, 서면 보고서 작성 및 전송 비용 없음

D0474 조직 기탁, 질병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잘라낸 조직 가장자리의 육안 
검사와 현미경 검사, 서면 보고서의 준비와 전송

비용 없음

D0486 브러시 생검 샘플 실험실 기탁, 현미경 검사, 서면 보고서 준비 및 전송 비용 없음 

예방의료

D1110 예방 – 초회 $8

D1110 예방 – 동일 보험년에서 2번째
예방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a) 매 12개월 마다 한 번의 첫 치료,  
(b) 12개월 마다 한 번의 "두 번째" 치료. 추가 예방은 전문가 진료와 
동일하게 치과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부과 같은 고위험 환자,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당뇨병과 같은 위태로운 계통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가입자.

$23 

D1204 불소 도포 - 예방 조치 비포함 $3 

D1206 불소 국소 바니쉬 – 충치 위험도가 보통에서 고위험에 해당되는 환자를 
위한 치료 요법

$3

D1310 치과 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 상담 비용 없음 

D1330 구강 위생 지침 비용 없음

D1510 간격유지장치 – 고정식, 한쪽 $75

D1515 간격유지장치 – 고정식, 양쪽 $155

D1520 간격유지장치 – 이동식, 양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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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계속)

D1525 간격유지장치 – 이동식, 양쪽 $170

D1550 간격유지장치의 리시멘테이션 $15

D1555 고정식 간격유지장치의 제거 $15

복원

D2140 아말감 - 한 표면, 영구적 $25

D2150 아말감 - 2개의 표면, 영구적 $32

D2160 아말감 - 3개의 표면, 영구적 $41

D2161 아말감 - 4개 이상의 표면, 영구적 $49

D2330 수지 베이스 합금 - 전방 1개 표면 $35

D2331 수지 베이스 합금 – 전방 2개 표면 $45

D2332 수지 베이스 합금 – 전방 3개 표면 $55

D2335 수지 베이스 합금 – 4개 이상의 표면 또는 절단면의 각도(전방)를 포함 $65

D2391 수지 베이스 합금 – 후방 1개 표면 (영구 치아) $55

D2392 수지 베이스 합금 – 후방 2개 표면 (영구 치아) $70

D2393 수지 베이스 합금 – 후방 3개 표면 (영구 치아) $85

D2394 수지 베이스 합금 – 4개 이상의 표면 또는 절단면의 각도(전방)를 포함  
(영구 치아)

$85

크라운 – 복원 1개만

D2710 크라운 – 간접 수지 기반 합금 $24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12 크라운 – 3/4 간접 수지 기반 합금 $24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20 크라운 – 초귀금속을 포함한 수지 $24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21 크라운 - 기본 금속을 주로 이용한 레진 $24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22 크라운 – 귀금속을 포함한 레진 $24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50 크라운 – 귀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51 크라운- 비금속 융합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52 크라운 – 귀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80 크라운 – 3/4 캐스트 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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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 복원 1개만 (계속) 

D2781 크라운 - 3/4 캐스트 주로 비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82 크라운 – 3/4 캐스트 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90 크라운 – 전체 캐스트 고귀금속1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91 크라운 - 풀 캐스트 비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92 크라운 – 전체 캐스트 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794 크라운 - 티타늄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910 리시멘트 인레이, 온레이 또는 부분 보장 $15

D2915 리시멘트 캐스트 또는 조립식 포스트 및 코어 $15

D2920 리시멘트 크라운 $21

D2930 조립식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 - 유치 $55

D2931 조립식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 - 영구치 $65

D2940 진정제 필링 $20

D2950 핀을 포함한 핵심 구축 $23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951 복원 이외에 치아당 핀 유지 보존 $2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952 크라운의 간접 제작 이외의 포스트 및 코어 $10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953 각 추가 간접 제작 포스트 – 동일 치아 $10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2954 조립식 포스트 및 코어 크라운하기 위해서는 
$60 추가

D2957 각각의 추가 미리 조립된 포스트 - 같은 치아 $60

D2970 임시 크라운 (골절 치아) 비용 없음

근관치료 전문

D3110 펄프 캡, 직접 (최종 복원 제외) $21

D3120 펄프 캡, 간접 (최종 복원 제외) $21

D3220 치료용 치수절단(최종 복원 제외) - 상아시멘트질 경계에 
치아머리속질을 제거하고 약물 적용

$33

D3310 근관 치료 - 전방(최종 복원 제외) $170

D3320 치수절단치료(최종 복원 제외) $220

D3330 근관 치료 – 어금니(최종 복원 제외) $290

D3332 불완전한 근관 치료; 수술할 수 없는, 복원안 되는 또는 골절된 치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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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내 치료(계속)

D3346 이전 근관 치료의 재치료 - 전방 $185

D3347 이전 근관 치료의 재치료 - 앞어금니 $240

D3348 이전 근관 치료의 재치료 - 어금니 $315

D3410 치근단절제술/치근 주위수술 - 전방 $155

D3421 치근단절제술 / 치근 주위수술 - 앞 어금니 (첫 번째 루트) $155

D3425 치근단절제술/치근 주위수술 - 어금니(첫 번째 루트) $155

D3426 치근단절제술/치근 주위수술 -(각 추가되는 루트) $75

D3430 역행 충전 - 치근당 $48

D3450 루트 절단 - 루트당 $85

D3920 편측절단술(치근 제거 포함), 근관 치료 제외 $85

치주 치료

D4210 치은절제술 또는 치은성형술, 4개 이상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230

D4211 치은절제술 또는 치은성형술, 1~3개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33 

D4240 루트플랜을 포함한 잇몸판막술, 네 개 이상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30 

D4241 루트플랜을 포함한 잇몸판막술, 네 개 이상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30

D4260 뼈수술 (플랩 엔트리 및 폐쇄 포함) -네 개 이상의 인접 치아나 치아 
경계공간 - 사분면당

$290

D4261 뼈수술 (플랩 엔트리 및 폐쇄 포함) -1~3개의 인접 치아나 치아경계 
공간 - 사분면당

$290

D4341 치주 스케일링 및 루트 플래닝 - 네 개 이상의 치아, 사분면당 $30

D4342 치주 스케일링 및 루트 플래닝 - 1~3개 치아, 사분면당 $30

D4355 종합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체 구강 변연절제술 $20

치과 보철(탈착 가능) – 5년 이내에 교체되는 틀니는 보장되지 않음

D5110 전체 의치-위턱 $405

D5120 전체 의치 - 아래턱 $405

D5130 즉시 의치 - 위턱 $420

D5140 즉시 의치 - 아래턱 $420

D5211 위턱 부분 의치 - 수지 베이스(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290

D5212 아래턱 부분 의치 - 수지 베이스(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290

D5213 위턱 부분 의치 - 수지 의치베이스의 캐스트 메탈 프레임워크(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85

D5214 아래턱 부분 의치 - 수지 의치베이스의 캐스트 메탈 프레임워크(모든 
기존의 클래스프, 레스트, 치아 포함)

$385

D5410 전체 의치 조정-위턱 $15

D5411 전체 의치 조정-아래턱 $15

D5421 부분 의치 조정-위턱 $15

D5422 부분 의치 조정-아래턱 $15

D5510 손상된 전체 의치 베이스 수리 $4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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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이동식 의치/부분 의치)

D5520 잃어버린 또는 손상된 전체 의치 교체(치아당) $53 

D5610 수지 의치 베이스 수리 $45

D5620 캐스트 프레임워크 수리 $58

D5630 손상된 클래스프 수리 또는 교체 $63

D5640 손상된 치아 교체-치아당 $53

D5650 기존의 부분 의치에 치아 추가 $58

D5660 기존의 부분 의치에 클래스프 추가 $63

D5710 위턱 전체 의치 리베이스 $185

D5711 아래턱 전체 의치 리베이스 $185

D5720 위턱 부분 의치 리베이스 $185

D5721 아래턱 부분 의치 리베이스 $185

D5730 위턱 전체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70

D5731 아래턱 전체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70

D5740 위턱 부분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70

D5741 아래턱 부분 의치 리라인(체어사이드) $70

D5750 위턱 전체 의치 리라인(실험실) $120

D5751 아래턱 전체 의치 리라인(실험실) $120 

D5760 위턱 부분 의치 리라인(치과기공소) $120

D5761 아래턱 부분 의치 리라인(치과기공소) $120

D5820 임시 부분 의치 - 위턱 $135

D5821 임시 부분 의치 - 아래턱 $135

D5850 조직 컨디션닝 - 위턱 $40

D5851 조직 컨디션닝 - 아래턱 $40

보철 장치 - 고정

D6205 가공 의치 – 간접 레진 기반 합금, 큰어금니 제외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10 폰틱 – 캐스트 고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11 폰틱 - 주로 비금속 캐스트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12 폰틱 - 캐스트 귀금속1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14 폰틱 - 티타늄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40 크라운 – 귀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41 폰틱= – 주로 베이스 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242 크라운 – 귀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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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장치 - 고정

D6710 크라운 – 간접 레진 기반 합금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50 크라운 – 귀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51 크라운- 비금속 융합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52 크라운 – 귀금속에 융화된 도재 $305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80 크라운 – 3/4 캐스트 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81 크라운 - 3/4 캐스트 주로 비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82 크라운 – 3/4 캐스트 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90 크라운 – 전체 캐스트 고귀금속1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91 크라운 - 풀 캐스트 비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92 크라운 – 전체 캐스트 귀금속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794 크라운 - 티타늄 $28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930 리시멘트 고정 부분 의치 고정 부분 의치는 비고정 부분 의치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뀌지 못할 때에만 보장됩니다.

$23

D6970 고정 부분 의치 고정장치 이외에 미리 조립된 포스트와 코어 $10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972 고정 부분 의치 고정장치 이외에 미리 조립된 포스트와 코어 $60 

D6973 핀을 포함한 유지장치용 핵심 구축 $23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976 각 추가 간접 제작 포스트 – 동일 치아 $100 이외에 크라운 용 
귀금속 또는 고귀금속 
치과 기공소 비용

D6977 각각의 추가 미리 조립된 포스트 - 같은 치아 $60

D9120 고정 부분 의치의 섹셔닝 비용 없음

구강 및 상악안면 성형

D7111 발치, 잔존 치관 - 유치 $35

D7140 발치, 정출 치아 또는 노출 치근(들어올리기 및/또는 겸자를 이용한 제거) $35 

D7140 발치, 맹출된 치아 또는 노출된 치근(검사 및/또는 집게 제거) $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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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및 상악안면 성형 (계속)

D7140 발치, 맹출된 치아 또는 노출된 치근(검사 및/또는 집게 제거) $43

D7210 점막뼈막피판 검사가 필요한 맹출 치아의 수술적 제거와 뼈제거 
및/또는 치아의 부분적 제거

$50 

D7220 매복치 제거- 연조직 $70

D7230 매복치 제거- 부분적 뼈 $105

D724 매복치 제거- 완전한 뼈 $135 

D7250 잔존 치근의 수술적 제거 (커팅 절차) $50

치열 교정

D8090 성인 치열의 포괄적 교정 치료 $1,800

D8210 탈착 가능한 기구 요법 $115

D8220 고정식 기구 요법 $220

D8670 사전 교정 치료 방문 $17

보조적

D9110 치통의 완화 치료(긴급)-간단한 시술 $14 (이 코페이는 특정 
서비스 코페이 이외에 
추가됨)

기타 서비스

D9930 복합 치료(수술 후) - 비정상적인 상황, 보고서에 의해 $11

D9951 교합 조정 - 제한적 $27

D9952 교합 조정 - 완전한 $27

D9999 24시간 사전 통보 없이 예약 약속 지키지 못함  
다음과 같은 경우 지키지 못한 예약에 대한 코페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회원이 취소함, 또는(b) 응급상황 
또는 회원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 인해 예약을 지키지 못함.

$20  

D9999 전체 구강 X-선 촬영 이외의 모든 자료 이전 비용 없음 

D9999 전체 구강 X-선 촬영을 포함한 모든 자료 이전 비용 없음 

D9999 운영 준비 비용(이용한 보장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코페이 이외에 
방문당 지불 가능)

비용 없음

 
때때로 일반 치과의가 전문의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Health Net는 회원을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교정 이외에 전문의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 본 플랜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과 코드는 Current Dental Terminology©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유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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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이

코페이는 보장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귀하의 
비용 공유분이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시 
치과 의사에게 지불합니다. 귀하 치과 
혜택에는 디덕터블 또는 연간 최대 보험 
혜택금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선택한 협약 
일차진료 치과의에게 귀하의 Health Net 
치과 회원 ID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하의 치과 
서비스 혜택에 대한 코페이는:

• 귀하의 연간 최대본인부담금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플랜에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 
(디덕터블)이 있으면, 코페이는 
디덕터블에 해당되지 않으며

• 귀하의 플랜에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 
(디덕터블)이 있으면, 코페이는 
디덕터블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주의: Plus 플랜은 모든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및 
가족 요율 안내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의 치과 의료에 대한 주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모든 치과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회원의 
일차진료(주치) 치과의사에 의해 수행될 
경우 보장됩니다. 치과 전문의의 서비스가 
필요하면 회원에게 전문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예방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a) 매 12개월 
마다 한 번의 첫 치료, (b) 12개월 마다 한 
번의 후속 치료.

• 불소 치료는 12개월마다 2번 보장됩니다. 

• 교익형 X-선 촬영은 12개월 기간마다 한 
번의 4개 필름으로 제한됩니다.

• 전체 구강 X-선 촬영은 전문가 진료 
지침과 동일하게 36개월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 치주 치료(치은하소파, 치근평활)은 12
개월에 5번으로 제한됩니다.

• 수복의 교체는 치과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 고정식 브릿지는 부분 브릿지가 
만족스럽게 수복하지 못할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 기존 고정식 브릿지의 교체는 수리로 
만족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 부분 틀니는 전문가 진료 표준과 일치하게 
치과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됩니다.

• 전체 상악 및/또는 하악 틀니는 전문가 
진료 표준과 일치하게 치과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됩니다.

• 치료 치과의 또는 Health Net가 치과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

• 실험적 시술. 실험적 치료가 거부될 경우 
독립의료심사 과정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독립의료심사 
과정하에서 요구될 경우 보장 및 
제공됩니다.

• 이식술.

• 윤곽, 접촉, 교합을 교정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술. 

• 보장 서비스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시술.

• 선택적 치과 및 미용 치과.

• 진료 예약을 놓쳤거나 지키지 못했기에
(24시간 전 알림 없이) 발생한 비용은 
환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키지 못한 예약에 대한 코페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회원이 취소함, 또는(b) 응급상황 
또는 회원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 인해 
예약을 지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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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마취 또는 정맥/자각 진정.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들은 본 플랜의 의료 서비스 
부분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플랜의 플랜 계약서 및 EOC를 
참조해 주십시오.

• 모든 유형의 병원 비용 부과.

• 전체 혹은 부분 틀니의 분실 또는 도난.

• 파절 혹은 탈구의 조절이 필요한 구강 
수술, 턱교정 수술, 치과 교정 목적만을 
위한 발취(파절 또는 탈구된 치아에 
적용되지 않음).

• 처방 의약품.

• 환자의 신체 또는 행동 제한때문에 수행될 
수 없는 서비스.

• 측두 하악 관절 치료(일명 "TMJ").

• 악성, 낭종, 종양, 또는 선천성 기형의 치료.

치과 플랜 일반 조항
약속을 지키기 못한 진료 예약에는 추가 
비용 부담이 부과됩니다. 24시간 전 통보 
없이 예약을 지키기 못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키지 못한 예약에 대한 코페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회원이 취소함, 또는(2) 응급상황 또는 
회원의 통제 밖의 상황으로 인해 예약을 
지키지 못함.

치아교정 혜택
19세까지 어린이에 대해 Health Net가 부과한 
치열교정 코페이는 건당 $1,800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은 건당 $2,000의 치열교정 
코페이가 부과됩니다. 이 혜택은 24개월의 
일반적, 통상적 치아고정띠로 제한됩니다.

주 치열교정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Health Net는 자사가 선택한 협약 
치과의사들로 보장을 제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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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19세 이상에 
한함)에 비전 보장이 포함됨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에서 제공되는 비전에 대한  
주 혜택 및 보장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됨 
Health Net는 비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전 서비스 공급자 위원인 EyeMed 
Vision Care, LLC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개인 비전 의료 공급자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안사, 안과 의사, 안경사를 포함한 
방대한 공급자 네트워크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비전 공급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www.healthnet.com 
으로 로그인한 후 공급자 검색을 클릭해 
주십시오. 공급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Health Net 비전 회원서비스부에 
1-866-392-6058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의 비전 
서비스 혜택에 대한 코페이는:

• 귀하의 연간 최대본인부담금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플랜에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 
(디덕터블)이 있으면, 코페이는 
디덕터블에 해당되지 않으며

• 귀하의 플랜에 연간 가입자 우선부담금 
(디덕터블)이 있으면, 코페이는 
디덕터블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72

비전 혜택 요약

보험 적용되는 혜택. 회원 부담액
가입자 우선부담금 없음

일생 최대 한도액 없음

전문 서비스
의학적으로 필요한 산동검사 $10의 코페이 

콘택트렌즈 검사
기본 콘택트렌즈 피팅 및 후속 방문 최대 $250

고급 콘택트렌즈 피팅 및 후속 방문 소매가격에서 10% 할인 받음

재료
안경테(12개월마다 한 번. $80 허용금) $0의 코페이

표준 플래스틱 안경 렌즈(12 개월마다)
 단초점 $40의 코페이

 이중초점 $40의 코페이

 삼중초점 $40의 코페이

 수정체 $40의 코페이

 표준 다중 초점 렌즈 $105의 코페이

 프리미엄 다중 초점 렌즈 $105 코페이, 비용의 80%, $120 이하 허용금

렌즈 옵션(기본 렌즈 이외) 
 UV 코팅 소매가격에서 20% 할인 받음

 틴팅(단색, 그레이디언트) 소매가격에서 20% 할인 받음

 기본 플라스틱 스크래치 방지 소매가격에서 20% 할인 받음

 기본 폴리카보네이트 소매가격에서 20% 할인 받음

 기본 반사 방지 소매가격에서 20% 할인 받음

 기타 부가 서비스 소매가격에서 20% 할인 받음

콘택트 렌즈(매 12개월마다)  
(안경 렌즈 대신. 재료만 포함):
 치과 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 상담2

 

$0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콘택렌즈 
 일반 콘택트 렌즈($80 허용금) $0 코페이, 허용금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 15% 할인

 일회용 콘택트 렌즈($80 허용금) $0 코페이 및 허용금 초과하는 잔액

제한: 전문가가 인정한 진료 표준에 따라 본 플랜은 12개월마다 한 번의 시력 검사를 보장합니다. 보험 혜택은 기타 다른 할인, 
판촉 제공 또는 기타 그룹 보험 혜택 플랜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한도는 단 한번 사용하는 혜택입니다.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콘택트렌즈 검사는 회원의 시력 검사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진입니다. 초기 피팅 검사 이후의 콘택트 렌즈 후속 
방문에 대한 추가 코페이가 없습니다.
1 콘택트 렌즈는 개인이 다음 상태 중 한가지의 진단을 받을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정의됩니다. 
• 일반 안경 렌즈를 통해 환자의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이 20/40으로 교정되지 못하는 원추각막. 
• 구면 렌즈 대응치가 -12D 또는 +9D를 초과하는 고굴절이상. 
• 3 D 이상 되는 굴절부등. 
•  가장 잘 교정될 수 있는 기본 안경 렌즈와 비교하여 시력표에서 두(2)라인 향상될 수 있도록 교정될 수 있는 시력을 가진 회원.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에서 제공되는 비전 의료에 대한 혜택 
및 보장 도표

이 도표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목적이며 단지 요약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보장 혜택 및 제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험 보장의 증표와 보험 플랜 계약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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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검사

전문가가 인정한 진료 기준에 따라 이 
검사에는 시력 문제 및 기타 이상 증상을 
알아내기 위한 눈과 관련 구조의 분석이 
포함됩니다.

안경테

검사 결과 안경이 필요할 경우, 본 비전 플랜은 
최대 안경점에서 안경테에 있어 최대 $80까지 
매 12개월마다 한 번 보험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허용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할인해 드립니다. 만약 회원이 이 허용금 보다 
더 비싼 안경테를 선택할 경우, 해당 안경테의 
소매가격과 허용금액간의 차액에 대해 80%
만을 해당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경 렌즈

검사 결과로 인해 교정 렌즈가 처음으로 
처방되거나 현재 교정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분이 새 렌즈를 필요로 할 경우, 본 비전 
플랜은 위에서 가리킨 서비스 수준으로 렌즈 
한 쌍을 보장합니다. 보장은 시력 수정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표준 단일시, 
이중초점, 삼중초점, 또는 수정체 플라스틱 
렌즈로 제한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 렌즈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 렌즈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필요성, Health Net가 인가한 
사전 승인, 적용 가능한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의 구속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통상적 또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통상적 또는 
휴대용 콘택트 렌즈는 $80의 최대 소매점 
허용금까지 보장됩니다. 보장될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콘택트 렌즈는 
안경 렌즈 대신 제공되며 안경 렌즈와 같은 
동일한 간격 기간마다 제공될 것입니다. 
만약 회원이 이 허용금 보다 더 비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허용금을 초과한 공급자의 청구금액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구입

참가하는 비전 공급자는 첫 혜택이 소진되면 
두 번째 구입에 대해 정상 비용에서 최대 
40%까지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Health Net HMO Plus 플랜과 Health Net 
HSP Plus 플랜에서 제공되는 비전 혜택에 대한 
주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

다음 비전 서비스와 비용은 HMO Plus 플랜과 
HSP Plus 플랜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장은 참여하는 비전 공급자가 제공한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  추가 및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 및 재료. Health Net에 의해 서비스 
및 재료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결정될 
경우, 서비스 및 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1) 비전 혜택 요약서에서 
설명된 안경테, 렌즈, 콘택트 렌즈에 대한 
허용금 이상 또는 (2)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

•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 처방에 대한 보장은 의학적 필요성, 
Health Net가 인가한 사전 승인, 적용 
가능한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의 구속을 
받습니다. 보장될 경우, 콘택트 렌즈는 
본 비전 플랜에서 안경 렌즈가 보장되는 
동일한 간격 기간마다 제공됩니다. 이 
보장은 모든 안경 렌즈 및 안경테를 
대신합니다.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콘택트 렌즈.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콘택트 
렌즈에 대한 처방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최대 소매점 콘택트 렌즈 혜택 
허용급까지 보장됩니다. 이 보장은 안경 
렌즈와 동일한 간격으로 안경 렌즈를 
대신합니다. 이 허용금은 콘택트 렌즈 
구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적용됩니다. 
만약 회원이 이 허용금 보다 더 비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할 경우, 이 허용금을 
초과한 공급자의 청구금액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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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또는 병원. 모든 유형의 병원에서 
받은 비전 서비스, 눈에 대한 의료 또는 
외과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  본 비전 플랜의 정기적 보장 간격으로 
교체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도난, 또는 
파쇄로 인한 교체는 제외됩니다.

•  정형외과, 시력 훈련, 모든 관련 검사, 정상 
이하 시력 보조기 및 평면오목(비처방) 
렌즈.

•  이중초점을 대신한 두 번째 안경은 
제외됩니다.

예외규정 및 제한사항의 전체 목록은 보험 
플랜 계약서와 보험 보장의 증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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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Net HMO 및 HSP 건강 플랜은 Health Net of California, Inc.에 의해 제공됩니다. Health Net는 Health Net, Inc.의 등록 서비스 표장입니다. 모든 권리 보유.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는 
Health Net, Inc.의 자회사입니다. Health Net는 Health Net, Inc.의 등록 서비스 표장입니다. 모든 권리 보유.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는 Health Net, Inc.의 계열사입니다. 기타 모든 확인된 
등록상표/서비스 표장은 해당 회사의 소유입니다. 모든 권리 보유.

BKT005660KP00 (1/16)

Health Net Individual & Family Plans

PO Box 1150 
Rancho Cordova, CA 95741-1150

1-909-3447-8711 (영어) 
1-877-891-9050 (광둥어) 
1-877-339-8596 (한국어) 
1-877-891-9053 (만다린어 
1-800-331-1777 (스페인어) 
1-877-891-9051 (타갈로그어) 
1-877-339-8621 (베트남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지원

1-800-995-0852

www.health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