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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HMO 플랜을 선택할 때 얻게 되는 가치와 플랜에
포함된 보충 혜택 이용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사항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Clever Care와 함께 전체 건강 혜택
이용하기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는 예방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케어가
포함됩니다. 건강 상태는 갑자기 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눈, 청력,
치과 검사를 받아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검사를 Original Medicare에서는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의료(Part C) 및 처방약
(Part D) 커버에 더하여 치과, 시력, 청력, 피트니스, 동양 웰니스
요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체 건강 보장 플랜입니다!

당사는 여러분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필요한 케어에 쉽고 번거롭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Medicare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언어로 고객 서비스 및 혜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Clever Care 혜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levercarehealthplan.com을 방문하시거나,
(833) 365-1888(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10월 1일~3월 31일: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4월 1일~9월 30일: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에 수신된 메시지는 다음 근무일 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 혜택에 대한 개요

모든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에는 Original Medicare
에서 커버하지 않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을 보충
혜택이라고 지칭합니다. 의사를 만나거나 처방약을 처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건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래 열거된 보충 혜택과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치과

건강한 구강 위생과 치과 방문은 충치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심장 질환
및 뇌졸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잇몸 질환 같은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 같은 건강 상태가 치과적 문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더라도 치과 의사와
약속을 잡고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문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력

눈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고 낙상할 위험이 더 큽니다. 많은 심각한 시력 문제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되는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안과 의사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청력

좋은 청력은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웃음, 음악, 자연
또는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한 청력 건강은
균형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쳐 낙상 및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거나 보청기가 주변의 소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력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한약 또는 웰니스 치유법을 시도해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요법이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품질의
서비스와 안전을 위해 전문 침술사와 훈련받은 약제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일반의약품(OTC)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의약품
(OTC: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을 위한 분기별 허용 한도(충당금)는
여러분에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특정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진통제, 알러지 치료체, 구급 약품 등의 많은 의약품을
가정으로 배송 받거나, 참여 소매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천연 약재

천연 약재는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주는 방식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천연 약재는 인후통, 위장 장애, 피부 문제, 두통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천연 약재를 이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고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동양의학

동양의학의 웰니스 요법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양의학과
함께 이용하면 관절염, 요통, 스트레스, 기타 많은 것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lever Care는 침술, 부항요법, MedX 치료,
반사요법, 적외선 요법 등의 여러 치료법을 보장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숫자로 본 혜택

아래 섹션들에서는 보충 혜택의 각 유형이 커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Clever Care는
Original Medicare 또는 현재 귀하의 Medicare Advantage 플랜이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그 비용 지불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금전적인 허용 한도(충당금)를 가입자분들께 제공합니다.

검사, 클리닝, 엑스레이는 Clever Care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는 이들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0달러이며 허용 한도
(충당금) 액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아봅시다

0달러 코페이 VS. 허용 한도(충당금)

클리닝을 위해 치과 의사와
약속을 잡습니다.

질문: 0달러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허용 한도(충당금)
를 이용합니까?

답변: 0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정기적인 서비스의 비용은
Clever Care 플랜에서
지불합니다.

치과 의사를 만나는 동안 치아에
크라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 0달러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허용 한도(충당금)를
이용합니까?

답변: 허용 한도(충당금)를
이용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Clever Care 플랜의
일부로 허용 한도(충당금)이
적용되어 이 비용을 커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
Original
Medicare로
커버되는 것:

입원하는 경우의
치과 서비스만 적용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커버되는 것:

• 정기적인 치과 클리닝,
구강 검사, 불소 치료,
엑스레이
•
•
•
•
•
•

치아 딥 클리닝
충치 치료
근관(근관치료술)
치관(캡)
브릿지 및 임플란트
의치, 발치 및 기타
서비스

Medicare로 커버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의 비용
지불을 위해 분기별로
최대 400달러의 연간 허용
한도(충당금) 지원.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

커버되는 치과
방문에 대해
0달러의
코페이먼트.

최대 허용 한도
(충당금) 액수까지
치과 서비스에
대해 0달러의
코페이먼트.

치과 케어에 접근하는 방법:

1. Liberty Dental 네트워크
clevercarehealthplan.com/provider에서
네트워크 참여 치과 의사를 찾으십시오.
2.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3. Clever Care ID 카드를 보여 주십시오.

치과 의사가 비용 지급을 위해 Clever Care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입니다.
서비스 비용이 가용 충당금(허용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시력
Original
Medicare로
커버되는 것:

• 눈의 질병
및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눈 검사
• 백내장 수술
후의 안경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커버되는 것:

• 정기적인 눈 검사,
굴절력 검사 포함

• 안경, 콘택트 렌즈,
안경테 및 기타

매 2년마다 최대
300달러의 충당금
(허용 한도)을 이용하여
Medicare로 커버되지
않는 안경 비용 충당.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

시력 검사 1회에
대해 0달러의
코페이먼트.

최대 허용 한도
(충당금) 액수까지
안경에 대해
0달러의
코페이먼트.

눈 케어에 접근하는 방법:

1. EyeMed 네트워크 clevercarehealthplan.com/provider에서
네트워크 참여 안과 의사를 찾으십시오.
2.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3. Clever Care ID 카드를 보여 주십시오.

안과 의사가 Clever Care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입니다. 서비스 비용이
가용 충당금(허용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청력
Original
Medicare로
커버되는 것:

진단 청력 검사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커버되는 것:

• 정기 청력 검사

• 보청기 맞춤 제작
및 평가
Medicare로 커버되지
않는 청력 서비스 비용
지불을 위해 1년에 귀
하나당 최대 1500달러의
충당금(허용 한도) 지원.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

정기 청력 검사
1회에 대해 0달러의
코페이먼트.

최대 허용 한도
(충당금) 액수까지
보청기에 대해
0달러의 코페이먼트.

청력 케어에 접근하는 방법:

지역 의료 제공자를 조회하기 위해
clevercarehealthplan.com/provider로 들어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예약하거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청력 검사를
예약하려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866) 304-7557번으로 NationsHearing에 전화하십시오. 숙련된
담당자가 귀하의 요구에 맞는 청각 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의사가 비용 지급을 위해 Clever Care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입니다.
서비스 비용이 가용 충당금(허용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귀하의 충당금(허용 한도)이 기본 보청기 비용을 커버할 것입니다.

일반의약품(OTC) 및 천연 약재

Clever Care는 가입자들이 분기별 충당금(허용 한도)을 이용하여 적격의
OTC 제품 및 천연 약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Original
Medicare로
커버되는 것:

보장 안 됨

보장 안 됨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커버되는 것: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비용 지불을 위해
분기별로 최대 60달러의
연간 충당금(허용 한도)
지원.

천연 약재 비용의 지불을
위해 분기별로 최대
50달러의 연간 충당금
(허용 한도) 지원.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

최대 충당금
(허용 한도)
액수까지 0달러의
코페이먼트.

최대 충당금
(허용 한도)
액수까지 0달러의
코페이먼트.

OTC 품목에 접근하는 방법:

분기별 충당금 액수가 적립된 OTC 직불 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품목은 소매점에서(신용카드 구매로 판독기에 카드 통과) 또는
nationsotc.com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품목의 총
비용이 가용 충당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커버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구매가 거부됨에 유의하십시오. OTC
Medicare 카탈로그를 보려면 clevercarehealthplan.com/otc로
들어가십시오.

천연 약재에 접근하는 방법:

1. Clever Care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천연 약재를
주문하십시오. 아니면

2. 귀하의 침술사를 통해 직접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비용
지급을 위해 Clever Care에 클레임을 제출할 것입니다. 서비스
비용이 가용 충당금(허용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께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동양 웰니스 요법

동양 웰리스 요법 서비스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또는 Clever 동양 의학
가이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Original
Medicare로
커버되는 것:

Medicare로
커버되는 침술 치료
방문(최대 12번의
방문)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커버되는 것:

귀하가 지불하는
금액:

• 이 플랜은 네트워크 내
방문당 0달러의
침 치료에 대해 1년에
코페이먼트.
무제한으로 보장합니다.
• 달력상의 1년에 최대
12번의 30분 동양
웰니스 요법 서비스.
일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Gua Sha
• Tui Na
• 반사 요법
• 부항요법
• MedX 치료

방문당 0달러의
코페이먼트 서비스당 최대
30분간 최대 12번의
방문까지

자세한 내용은 Clever 동양 의학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
(clevercarehealthplan.com)

동양 웰니스 요법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

1. 당사의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 목록
clevercarehealthplan.com/provider에서 침술사를
찾으십시오.
2.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3. Clever Care ID 카드를 보여 주십시오.

침술사가 Clever Care에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는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그 청구서에 적용합니다. 서비스 비용이 가용 충당금(허용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께 청구서를 보내 드립니다.

당신의 종합 케어를
책임지는 파트너

문의하기

(833) 365-1888 | info@ccmapd.com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 Medicare 상담원에게 전화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일주일 내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Clever Care Health Plan, Inc.는 Medicare 계약을 수반하는 HMO
보험사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2021 Clever Care Heath Plan, Inc. 모든 권리 보유.

M10095-D-KO (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