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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건강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은 좀 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다양한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의사들에 의하여 2004년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료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며, 저희는 계속해서 회원님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 플랜에 가입 하시려면 메디케어 파트 A 그리고 파트 B 가 있으셔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시고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의 

서비스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다음과 같은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006 플랜 제외) 

센트럴헬스 포커스 플랜 HMO C-SNP (006) 에 가입하시려면, 귀하는 당뇨, 만성 심부전(CHF)이나 

다음 심혈관질환 중 하나: 심장 부정맥, 관상 동맥 질환, 말초 혈관 질환 또는 만성 정맥 혈전 색전증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몇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1. 자격이 되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한 가입.  귀하께서 가입전 저희 플렌의 혜택에 대하여 면허가 

있는 에이전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1-866-314-2427 (TTY: 711) 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꼭 등록을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후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 에이전트가 가입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2. 팩스 나 우편을 통한 가입. 가입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는626-388-2371 로, 우편은 

Central Health Medicare Plan, Attn: Enrollment Department, 1540 Bridgegate Dr, Diamond 

Bar CA 91765.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가입. www.centralhealthplan.com 에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ww.medicare.gov. 에서도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나요? 

센트럴헬스는 의사, 병원, 약국 그리고 다른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플랜에 가입하시면, 귀하는 반드시 주치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주치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할 때 주치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협력합니다. 
만약 저희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약국을 이용하게 되실 경우는 플랜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자, 약국 검색은 www.centralhealthplan.com 을 방문 
하십시오. 

1 

http://www.centralhealthplan.com
http://www.medicare.gov
http://www.centralhealthplan.com


자주 문는 질문들 

파트 D 처방약이 커버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의 처방약이 커버가 되는지 저희 웹사이트상에 처방집을 찾아보시거나 멤버 서비스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집이 보험 대상 의약품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귀하께서 필요한 약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처방집에 유사한 약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에게 
연락하시어 예외 적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요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료 정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외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저희 멤버 서비스로 문의하십시오. 

파트 D 처방약에 관한 약비용을 얼마큼 내야하나요? 

저희가 커버하는 파트 D약은 6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귀하의 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저희 약 
목록 확인 또는 멤버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내시는 지불액은 약의 단계와 공급 일수, 그리고 도달하신 
혜택단계, 네트워크 내의 있는 약국, 그리고 이용하시는 약국의 타입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면 소매, 우편주문, 장기치료 , 가정 주입 등), 추가 도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트 D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 (Extra Help)는 무엇입니까? 

메디케어는 소득이 제한적이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처방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추가 지원 (Low 
Income Subsidy 또는 “LIS”라고도 함)을 제공합니다. 추가 도움은 파트 D 보험료, 공제액, 본인 부담금 및 
공동 보험료를 보조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추가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알아 보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1-800-772-1213) 또는 TTY 사용자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800-325-0778로 전화하십시오.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있는 분들의 커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귀하께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있으시면, 센트럴 헬스 플랜은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와 약값을 커버합니다. 메디칼은 메디케어의 비용부담 (cost-sharing) 부분 및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사나 제공자들을 만났을 때, 센트럴 헬스 회원 아이디 
카드와 함께 귀하의 메디칼 카드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공자들이 귀하에게 그 어떤 부담금이나 공동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제공자가 메디칼과 계약되어있던지 아닌지 상관없이) 

어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저희 멤버 서비스가 혜택 그리고 자격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866-314-2427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PT), 주 7일. TTY 사용자는 71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혜택요약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보장내용과 가입자가 지불하시는 것에 관한 요약입니다. 이 요약에는 

저희가 보장하는 정보와 제약 또는 제외 내용이 모두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보장되는 모든 서비스에 관한 

전체목록이 필요하시면 보장 인증서(Evidence of Coverage)를 신청 또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centralhealthplan.com 

메디케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edicare.gov를 방문하시어 “Medicare & You”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1-800-MEDICARE(1-800-633-4227), 하루 24시간, 주 7일. TTY 사용자는 

1-877-486-204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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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매월 프리미엄은 $0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 
의료비는 연간 $990 로 제한됨 

입원 환자 병원 커버리지* 
$0 무제한 입원일수 

외래 환자 병원 커버리지* 
$0 (자세한 내용은 Evidence of Coverage(보장 인증서) 를참고하십시오) 

의사진료* 
주치의 진료: $0 | 전문의 진료: $0 | 원격 진료: $0 

예방진료* 
$0 

응급진료 
$50 (만약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경우 $0)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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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서비스/실험실(랩)/이미징* 
방사선 진단 서비스 (예: MRI): $0 |  실험실(랩) 서비스: $0 
진단 검사 및 절차: $0 | X-Ray: $0 

청력 서비스* 
무료 청력 검사 및 보청기는 연간 $2,000까지 NationsHearing을 통해 가능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001) 

치과 서비스* 
틀니 와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진료 종합 서비스. 무료 치과 엑스레이 및 구강검사, 구강 
세척 포함. DeltaCare® USA 

시력 서비스* 
정기적인 시력 검사: $0, 일년에 한 번 
안경 지원 금액: 매년 $300 까지 가능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외래진료 당 $5 

전문요양원* 
1-20일까지는 $0, 다음 21-65일까지는 하루에 $75, 다음 66-100일까지는 $0 
(보장 기간 당 최장 100일까지 커버됨) 

재활 치료* 
$0 

응급차* 
구급차 : 편도 당 $40 
항공 의료 서비스: 편도 당 20% 

차량 서비스* 
$0 의료서비스를 위한 무제한 무료 왕복 차량 교통편 제공 ( 편도 50 마일 제한) 

* 표시된 서비스 는 사전 승인 또는 의사의 리퍼럴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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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B 약품* 
20% 

외래 수술 센터* 
$0 

당뇨 용품* 
혈당측정기, 테스트용지, 채혈침: 우편주문 시 $0 GLUCOCARD Shine 또는 
GLUCOCARD Expression 으로 제한 

내구성 의료기(DME)* 
0% - 20% | 0% 지팡이, 목발, 워커, 악세사리와 변기가 포함 

헬스 클럽 / 피트니스 
매달 $50까지 적합한 비용일 시, 지원 

침술* 
$0 매년 24회 치료 가능 

일반약 (OTC) 
매 분기마다 $125 까지 주문 가능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Viagra®/sildenafil 
Viagra® 30일분 (6알) $75 
sildenafil (일반) 30일분 (6알) $0 

전세계 커버리지 
적합한 비용일 시 $100,000까지 상환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응급 서비스에만 적용) 

야채/과일 배달 서비스* 
만성 질환환자들을 위한 신선한 야채/ 과일 제공 (한달에 한 박스). 자세한 내용은 
맴버서비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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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001) 

파트 D 처방약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001) 

공제 단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초기 보상 적용 범위 30일 100일 

공제액을 지불한 후 소매 공급비 표준 우편 주문비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0 $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35 $70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75 $150 

단계 5 - 특수 단계 약 33% N/A 

단계 6 - 선택 치료 약 $10 $20 

적용 범위 공백 시 적용 범위 30일 100일 

총 연간 약 비용이 $4,430에 도달한 후 소매 공급비 표준 우편 주문비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0 $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제네릭: 비용의 25% 

브랜드: 25% 

의 비용 및 일부 분배 요금 

단계 5에 대한 장기 공급은 불가능)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단계 5 - 특수 단계 약 

단계 6 - 선택 치료 약 

비상시 적용 범위 
본인부담금이 $7,050에 도달한 후 

다음중 더 큰 금액: 제네릭은 비용의 5% 또는 $3.95입니다 

(제네릭으로 취급되는 브랜드 약 포함) 
그리고 다른 약은 $9.8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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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프리미어 플랜 

메디커어만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메디케어+풀 메디칼 보유 시,
 본인부담금 

프리미엄 
매월 프리미엄은 $33.20 

추가 도움 자격이 

되는 경우 $ 0 ( LIS 1,2,3)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 
의료 비용으로 연간 $6,700로 제한됨 

입원 환자 병원 커버리지* 
본인부담금은 $1,484 입니다. 1-60일: $0, 다음61-90일: 
$371, 최대 60일의 평생비축일: $742 (2022년도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0 

외래 환자 병원 커버리지* 
20% $0 

의사진료* 
주치의 진료: $0 | 전문의 진료: $0 | 원격 진료: $0 

주치의 진료: $0 
전문의 진료: $0 
원격 진료: $0 

예방진료* 
$0 $0 

응급진료 
20% ($75까지) 
(만약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경우 $0) 

$0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20% ($65까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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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프리미어 플랜 (004) 
메디커어만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메디케어+풀 메디칼 보유 시,

 본인부담금 

진단 서비스/실험실(랩)/이미징* 
방사선 진단 서비스: 20% | 실험실(랩) 서비스: $0 
진단 검사 및 절차: $0 | X-Ray: 20% 

방사선 진단 서비스: $0 
실험실(랩) 서비스: $0 
진단 검사 및 절차: $0 / X-Ray: $0 

청력 서비스* 
무료 청력 검사 및 보청기는 연간 $3,000까지 NationsHearing을 통해 가능 

치과 서비스* 
틀니 와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진료 종합 서비스. 무료 치과 엑스레이 및 구강검사, 구강 
세척 포함. DeltaCare® USA 

시력 서비스* 
정기적인 시력 검사: $0, 일년에 한 번 
안경 지원 금액: 매년 $300까지 가능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외래진료 당 $0 외래진료 당 $0 

전문요양원* 
1-20일까지는 $0, 다음 21-100일까지는 하루에 $185 
(2022년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0 각 보장기간 동안 100일까지 커버 

재활 치료* 
$0 $0 

응급차* 
20% $0 

차량 서비스* 
$0 의료서비스를 위한 무제한 무료 왕복 차량 교통편 제공 ( 편도 50 마일 제한) 

 
 

 

 

 

 

* 표시된 서비스 는 사전 승인 또는 의사의 리퍼럴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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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커어만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메디케어+풀 메디칼 보유 시,
 본인부담금 

메디케어 파트 B 약품* 
20% $0 

외래 수술 센터* 
20% $0 

당뇨 용품* 
혈당측정기, 테스트용지, 채혈침: 우편주문 시 $0 GLUCOCARD Shine 또는 
GLUCOCARD Expression 으로 제한 

내구성 의료기(DME)* 
20% $0 

헬스 클럽 / 피트니스 
매달 $50까지 적합한 비용일 시, 지원 

침술* 
$0 매년 30회 치료 가능 

일반약 (OTC) 
매 분기마다 $250 까지 주문 가능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Viagra®/sildenafil 
Viagra® 30일분 (6알) 25% 
sildenafil (일반) 30일분 (6알) $0 

전세계 커버리지 
적합한 비용일 시 $100,000까지 상환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응급 서비스에만 적용) 

야채/과일 배달 서비스* 
만성 질환환자들을 위한 신선한 야채/ 과일 제공 (한달에 한 박스). 자세한 내용은 
맴버서비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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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프리미어 플랜 (004) 

파트 D 처방약 센트럴 헬스 프리미어 플랜 (004) 

공제 단계 
본인부담금 $480 (단계 1-2 는 면제) 추가 도움 있는 

경우본인 부담 없음 

초기 보상 적용 범위 추가 도움 없을 시 부담금 전체 추가 도움 있을 시부담금 

공제액을 지불한 후 (30 일 공급) (처방 전마다)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0 $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25% 
저소득층 보조금(LIS)의 

수준에 따라 귀하의 부담금: 
제네릭: 

$0, $1.35, 또는 $3.95 
브랜드: 

$0, $4.00 또는 $9.85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25% 

단계 5 - 특수 단계 약 25% 

단계 6 - 선택 치료 약 $10 

적용 범위 공백 시 적용 범위 추가 도움 없을 시 부담금 전체 추가 도움 있을 시부담금 

총 연간 약 비용이 $4,430에 도달한 후 (30 일 공급) (처방 전마다)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0 $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제네릭:비용의 25% 

브랜드: 25% 

의 비용 및 일부 분배요금 

저소득층 보조금(LIS)의 
수준에 따라 귀하의 부담금: 

제네릭: 
$0, $1.35, 또는 $3.95 

브랜드: 
$0, $4.00 또는 $9.85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단계 5 - 특수 단계 약 

단계 6 - 선택 치료 약 

비상시 적용 범위 
본인부담금이 $7,050에 도달한 후 

$0 

다음중 더 큰 금액: 제네릭은 
비용의 5%또는 $3.95 입니다

 (제네릭으로 취급되는 
브랜드 약 포함) 그리고 다른 

약은 $9.85입니다 

10 



 

    

프리미엄 
매월 프리미엄은 $0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보조금 
$ 5 / 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 
의료비는 연간 $1,800 로 제한됨 

입원 환자 병원 커버리지* 
$0 무제한 입원일수 

외래 환자 병원 커버리지* 
$0 (자세한 내용은 Evidence of Coverage(보장 인증서) 를참고하십시오) 

의사진료* 
주치의 진료: $0 | 전문의 진료: $0 | 원격 진료: $0 

예방진료* 
$0 

응급진료 
$50 (만약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경우 $0)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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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포커스 플랜 (006) 

진단 서비스/실험실(랩)/이미징* 
방사선 진단 서비스 (예: MRI): $0 |  실험실(랩) 서비스: $0 
진단 검사 및 절차: $0 | X-Ray: $0 

청력 서비스* 
무료 청력 검사 및 보청기는 연간 $2,000까지 NationsHearing을 통해 가능 

치과 서비스* 
틀니 와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진료 종합 서비스. 무료 치과 엑스레이 및 구강검사, 구강 
세척 포함. DeltaCare® USA 

시력 서비스* 
정기적인 시력 검사: $0, 일년에 한 번 
안경 지원 금액: 매년 $150 까지 가능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외래진료 당 $5 

전문요양원* 
1-20일까지는 $0, 다음 21-65일까지는 하루에 $75, 다음 66-100일까지는 $0 
(보장 기간 당 최장 100일까지 커버됨) 

재활 치료* 
$0 

응급차* 
구급차 : 편도 당 $50 
항공 의료 서비스: 편도 당 20% 

차량 서비스* 
$0 의료서비스를 위한 무제한 무료 왕복 차량 교통편 제공 ( 편도 50 마일 제한) 

* 표시된 서비스 는 사전 승인 또는 의사의 리퍼럴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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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B 약품* 
20% 

외래 수술 센터* 
$0 

당뇨 용품* 
혈당측정기, 테스트용지, 채혈침: 우편주문 시 $0 GLUCOCARD Shine 또는 
GLUCOCARD Expression 으로 제한 

내구성 의료기(DME)* 
0% - 20% | 0% 지팡이, 목발, 워커, 악세사리와 변기가 포함 

헬스 클럽 / 피트니스 
매달 $50까지 적합한 비용일 시, 지원 

침술* 
$0 매년 24회 치료 가능 

일반약 (OTC) 
매 분기마다 $125 까지 주문 가능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Viagra®/sildenafil 
Viagra® 30일분 (6알) $75 
sildenafil (일반) 30일분 (6알) $0 

전세계 커버리지 
적합한 비용일 시 $100,000까지 상환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응급 서비스에만 적용) 

야채/과일 배달 서비스* 
만성 질환환자들을 위한 신선한 야채/ 과일 제공 (한달에 한 박스). 자세한 내용은 
맴버서비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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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포커스 플랜 (006) 

파트 D 처방약 센트럴 헬스 포커스 플랜 (006) 

공제 단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초기 보상 적용 범위 30일 100일 

공제액을 지불한 후 소매 공급비 표준 우편 주문비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0 $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35 $70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75 $150 

단계 5 - 특수 단계 약 33% N/A 

단계 6 - 선택 치료 약 $0 $0 

적용 범위 공백 시 적용 범위 30일 100일 

총 연간 약 비용이 $4,430에 도달한 후 소매 공급비 표준 우편 주문비 

단계 6 - 선택 치료 약 $0 $0 

비상시 적용 범위 다음중 더 큰 금액: 제네릭은 비용의 5% 또는 $3.95 

입니다 (제네릭으로 취급되는 브랜드 약 포함)
본인부담금이 $7,050에 도달한 후 그리고 다른 약은 $9.85 입니다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0 $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제네릭: 비용의 25% 

브랜드: 25% 

의 비용 및 일부 분배 요금 

단계 5에 대한 장기 공급은 불가능)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단계 5 - 특수 단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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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매월 프리미엄은 $0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보조금 
$125 / 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 
의료비는 연간 $2,900 로 제한됨 

입원 환자 병원 커버리지* 
1 -5일 까지: $125/일 , 6일 이상: $0 

외래 환자 병원 커버리지* 
$75-$225 (자세한 내용은 Evidence of Coverage(보장 인증서) 를참고하십시오) 

의사진료* 
주치의 진료: $0 | 전문의 진료: $5 | 원격 진료: $0 

예방진료* 
$0 

응급진료 
$120 (만약 24시간 이내에 입원하는 경우 $0)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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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절약 플랜 (019) 

진단 서비스/실험실(랩)/이미징* 
방사선 진단 서비스 (예: MRI): $0-$75 |  실험실(랩) 서비스: $0 
진단 검사 및 절차: $0 | X-Ray: $0 

청력 서비스* 
정기 청력 검사 (NationsHearing). 보청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 서비스* 
틀니 와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진료 종합 서비스. 무료 치과 엑스레이 및 구강검사, 구강 
세척 포함. DeltaCare® USA 

시력 서비스* 
정기적인 시력 검사: $0, 일년에 한 번 
안경 지원 금액: 매년 $125 까지 가능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외래진료 당 $40 

전문요양원* 
1-20일까지는 $0, 다음 21-100일까지는 하루에 $100 

재활 치료* 
$5 

응급차* 
구급차 : 편도 당 $150 
항공 의료 서비스: 편도 당 20% 

차량 서비스* 
$0 의료서비스를 위한 무제한 무료 왕복 차량 교통편 제공 ( 편도 50 마일 제한) 

* 표시된 서비스 는 사전 승인 또는 의사의 리퍼럴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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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B 약품* 
20% 

외래 수술 센터* 
$0 

당뇨 용품* 
혈당측정기, 테스트용지, 채혈침: 우편주문 시 $0 GLUCOCARD Shine 또는 
GLUCOCARD Expression 으로 제한 

내구성 의료기(DME)* 
20% 

헬스 클럽 / 피트니스 
매달 $40까지 적합한 비용일 시, 지원 

침술* 
$0 매년 12회 치료 가능 

일반약 (OTC) 
매 분기마다 $100까지 주문 가능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Viagra®/sildenafil 
Viagra® 30일분 (6알) $99 
sildenafil (일반) 30일분 (6알) $0 

전세계 커버리지 
적합한 비용일 시 $50,000까지 상환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응급 서비스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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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헬스 절약 플랜 (019) 

파트 D 처방약 센트럴 헬스 절약 플랜 (019) 

공제 단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초기 보상 적용 범위 30일 100일 

공제액을 지불한 후 소매 공급비 표준 우편 주문비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10 $20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47 $94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99 $198 

단계 5 - 특수 단계 약 33% N/A 

단계 6 - 선택 치료 약 $10 $20 

적용 범위 공백 시 적용 범위 30일 100일 

총 연간 약 비용이 $4,430에 도달한 후 소매 공급비 표준 우편 주문비 

단계 1 - 선호하는 제네릭 약 $0 $0 

단계 2 - 제네릭 약 

단계 3 - 선호하는 브랜드 약 제네릭: 비용의 25% 

브랜드: 25% 

의 비용 및 일부 분배 요금 

단계 5에 대한 장기 공급은 불가능) 

단계 4 - 선호하지 않는 약 

단계 5 - 특수 단계 약 

단계 6 - 선택 치료 약 

비상시 적용 범위 
본인부담금이 $7,050에 도달한 후 

다음중 더 큰 금액: 제네릭은 비용의 5% 또는 $3.95 

입니다 (제네릭으로 취급되는 브랜드 약 포함) 
그리고 다른 약은 $9.8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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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Bridgegate Drive, Diamond Bar, CA 91765 

수신자 부담 전화: 1-866-314-2427 TTY: 711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7 일

 www.centralhealthplan.com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은 메디케어와 함께 계약된 HMO 플랜입니다.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 플랜 등록은 
계약 갱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보는 혜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1-866-314-2427 (TTY: 711). 
금액은 2022년에 변경될 Medicare 가 출시 되자마자 플랜은 업데이트된 요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www.centralhealth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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