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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ew Day Dual Access Plan (HMO DSNP) 24는 Medi-Cal과 함께 보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좋은 플랜입니다.

• 프레즈노, 임페리얼, 컨, 킹스, 마데라,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와킨, 툴레어 
카운티 대상.

의료 보험 및 Medi-Cal을 사용하는 개
인에게 적합한 혜택에 대해 더 많은 정
보를 얻으십시오.

Brand New Day는 Medicare 계약이 포함된 HMO SNP입니다. Brand New Day 가입은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보는 대형 인쇄본과 오디오 등 다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중개인 번호로 전화하면 인가된 보험 직원/중개인에게 통화가 연결됩니다. 상담 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의 편의와 관련해서는 1-866-255-4795,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플랜 세부 사항 BRAND NEW DAY 
DUAL ACCESS PLAN (HMO DSNP) 24

월 플랜 보험료

공제액

최대 본인 책임부담액(MOOP)

$31.50

공제액 없음

$7,550 이상은 지불하지 않음

종합
PLAN 24 

Medi-Cal은 귀하가 Medi-Cal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본인 비용 분담액이 없는 경우 다음 비용 분담액을 지불합

니다.

기초 진료 사항 제공업체

전문의1 

응급 서비스

진단 테스트 및 절차1 
검사실 서비스1

MRI, CAT 촬영1

X-선 촬영1

방사선 치료1

내구성 의료 장비1

보철 / 의료용품1

당뇨병 용품1

당뇨병 신발 삽입물1

물리 치료1

직업 요법1

투석1

발병 치료 서비스1

20%만 부담 

수술 분담액 $0
기타 서비스 비용 20%

내원당 $0 

20%만 부담
공동 분담액 $0

20%만 부담
20%만 부담
20%만 부담

20%만 부담

20%만 부담

공동 분담액 $0

공동 분담액 $0

공동분담액 $40

공동분담액 $40

20%만 부담

20%만 부담

1 서비스는 승인 및 추천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및 응급 처치
BRAND NEW DAY

DUAL ACCESS PLAN (HMO DSNP) 24
Medi-Cal은 귀하가 Medi-Cal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본인 비용 분담액이 없는 경우 다음 비용 분담액을 지불합니다.
입원 환자 병원1

외래 환자 병원1

응급 처치2

 전 세계 응급 처치3

구급차

2020년 비용 분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

공제액 $1,408 
1일 차부터 60일 차까지 일일 공동분담액 $0

61일 차부터 90일 차까지 일일 공동분담액 $352

수술 비용의 20% 

내원당 $90
20%만 부담

 
이용 시 비용의 20%

처방 약 보장 범위
PLAN 24

처방 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 이 
결제 단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트 D 공제액

초기 보장 

1단계 - 우선 복제약

2단계 - 복제약

3단계 - 우선 브랜드

4단계 - 기본 브랜드 약품 외

5단계 - 특수 단계

6단계 - 선택 진료 약품

약품 비용이 연 누계 $4,130에 도달하기 전까
지는 초기 보장 단계에 해당합니다.

보장 차이
연 누계 "본인 부담 비용"(본인 결제)이 총 
$6,550를 초과할 때까지 이 단계에 계속 있게 
됩니다.

$445
1단계 우선 복제약 및 6단계 선택 진료 약품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매 Rx 30일 공급

공동 분담액 $0

비용의 25%

비용의 25%

비용의 25%

비용의 25%

공동 분담액 $0

이 단계에는 브랜드 약품 비용(및 조제비 일부)의 25%
를 부담하고 복제 약품에 대해서는 비용의 25%를 

부담합니다.

2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 분담액/본인부담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응급 수송은 면허가 있는 응급 수송 차량이 제공해야 합니다.
4  이 금액은 2021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and New Day는 Medicare에서 업데이트된 금액을 발표하면 최대
한 빨리 이를 제공합니다.



추가 혜택 및 서비스 BRAND NEW DAY
DUAL ACCESS PLAN (HMO DSNP) 24

연간 시력 검사

안경테

일반 렌즈

구강 검사 및 청소

보청기 
이 혜택을 이용하려면 TruHearing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통편1

 
일반 의약품(OTC) 품목

비아그라

척추지압1

침술1

공동분담액 $0

최대 $175 이용 가능

공동 분담액 $0

공동분담액 $0, 구강 검사 연간 최대 2회
공동분담액 $0, 구강 세척 연간 최대 1회

보청기 1개당 부담액 $149(고급 모델)
3년마다 2대 수령 가능

공동 분담액 $0
무제한 플랜-승인 여행

OTC 용품에 대해 
여섯 달마다 $325 이하의 수당 수령 

비용의 25%

공동 분담액 $0
치료 30회와
침술 서비스

공동 분담액 $0
척추 지압 치료 서비스와 30회 진료 

건강 프로그램 PLAN 24

헬스장 회원권

개인 치료 관리 계획

건강식품 월수당

공동 분담액 $0 

공동 분담액 $0

승인된 식료품점에서 자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월 급여액 $30



지금 바로 공인된 
Brand New Day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 Box 93122 
Long Beach, CA 90809-9871 

1-866-255-4795 | TTY 711
WWW.BNDHMO.COM 

다음 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1-866-255-4795
TTY 711

웹 사이트 방문
www.bndhmo.com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4월 1일~9월 30일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0월 1일~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