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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인사말
BRAND NEW DAY
환영합니다! Brand New Day는 설립 이후 이용이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가입자분들이 건강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당사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당사의 진료 모델은 기초 진료
제공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지원하여 가입자 및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Brand New Day의 포괄적인 혜택 프로그램은 각 가입자들 고유의
건강 관리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사는 Medicare 및/
또는 Medi-Cal 가입자, 당뇨, 심혈관계질환, 치매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가정이나 장기 요양 시설에서 의료 기관 차원의 돌봄을 받는 가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접근 방식은 가입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각 개인에
맞게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Brand New Day에는 오로지 각 가입자의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임무를 맡은 친절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가입자가 건강 관리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당사의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라며, 귀하를 새로운
가입자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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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장하는 전체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려면 bndhmo.com/members/plandetails에서 "보장 범위 증서(EOC)"에 액세스하거나 회원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혜택 정보에는 당사가 보증하는 모든 서비스나 모든 제한 또는
예외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료 전화
1-866-255-4795, TTY 711
시간
연중: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10월 1일~3월 31일: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소
Brand New Day
수신: Member Services Department
P.O. Box 93122
Long Beach, CA 9080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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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 B ran d N e w
Day I D 카 드
모든 건강 관련 진료시 ID 카드를 가져와서 제시하
셔야 합니다. Medi-Cal(흰색 및 파란색 카드) 가입
자의 경우, 이 카드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ID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6, TTY 71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마다 새로운 우편 주소를
알려주시면 귀하의 ID 카드가 올바른 주소로
발송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 카드는 2가지 유형의 서비스 즉,
일상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비응급 상황)를

가급적이면 3일 전에 미리 전화로 연락하여
왕복 일정을 잡으십시오.

제공합니다. 진료실 방문, 전문 서비스, 사회
복지사 예약 및 약국 방문을 위한 일상적인
교통편을 이용하십시오.

특별한 유형의 교통편이 필요하다면 의료
교통편(비응급 상황)을 예약하십시오. 침상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 및/또는
바퀴가 달린 교통편이 필요하다면 전문 서비스,
치료 서비스 및 응급 진료를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교통편은 플랜에서 승인한 의료 방문이라면 왕복
교통편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Member
Member
ID Card
ID Card
Name:
Name:
JANEJANE
DOEDOE
Member
Member
ID#:ID#:
1234567*01
1234567*01
Primary
Primary
CareCare
Physician
Physician
Name:
Name:

SMITH,
SMITH,
MD JOHN
MD JOHN
1-657-400-1900
1-657-400-1900
CMG:
CMG:
BESTBEST
HEALTH
HEALTH
MEDICAL
MEDICAL
GROUP
GROUP
Plan#:
039A039A
RxBIN:
RxBIN:
RxPCN:
UNV03
UNV03 RxPCN:
ASPROD1
ASPROD1Plan#:
RxGRP:
RxGRP:
UNV03
UNV03RxID:RxID:
1234567*01
1234567*01

THIS CARD
THIS CARD
IS FORISIDENTIFICATION
FOR IDENTIFICATION
ONLY ONLY
AND DOES
AND DOES
NOT PROVE
NOT PROVE
ELIGIBILITY
ELIGIBILITY
FOR SERVICES.
FOR SERVICES.
Contact
Contact
Brand New
BrandDay
New
toDay
conﬁrm
to conﬁrm
eligibility.
eligibility.
All careAll
must
carebe
must
arranged
be arranged
through
through
your assigned
your assigned
contracted
contracted
PrimaryPrimary
Care Physician
Care Physician
or Specialist.
or Specialist.
NON-PLAN
NON-PLAN
PROVIDERS
PROVIDERS
/ HOSPITAL
/ HOSPITAL
EMERGENCY
EMERGENCY
ROOMROOM
– Except
– Except
in
in
emergencies,
emergencies,
members
members
must obtain
must obtain
a prior aauthorization
prior authorization
for physician
for physician
and hospital
and hospital
servicesservices
including
including
post-stabilization.
post-stabilization.

BrandBrand
New Day:
New1-866-255-4795
Day: 1-866-255-4795
TTY 711
TTY 711
EyeMed:
EyeMed:
1-800-511-1486
1-800-511-1486
TTY 1-844-230-6498
TTY 1-844-230-6498
ASH (Chiro):
ASH (Chiro):
1-800-678-9133
1-800-678-9133
TTY 1-800-735-2922
TTY 1-800-735-2922
Mail Order
Mail Order
Pharmacy:
Pharmacy:
1-855-873-8739
1-855-873-8739
TTY 711
TTY 711
ClaimsClaims
Address:
Address:
P.O. Box
P.O.
794
Box
Park
794
Ridge,
Park Ridge,
IL 60068
IL 60068
CMS –CMS
H0838:
– H0838:
bndhmo.com
bndhmo.com
Issuer#:Issuer#:
80840 80840

*다음 플랜은 교통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Brand New Day Part B Savings (HMO) Pla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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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WARDS P LUS 프 로 그 램
스스로를 잘 돌보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Brand New Day의 가입자로서 귀하는 Rewards Plus Visa® 카드를 받게 됩니다. 지역 및 국내
소매점 등 Visa 직불 카드가 승인되는 곳 어디서나 귀하의 카드(승인된 구매건에 대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 방문 일정을 잡고 올해 끝내야
의
하는 건강 검진을 완료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서 인센티브 검진 및
검사를 검토하십시오.
예약 시 담당 의사와 해당 검사 및
검진을 검토하십시오. 12월 31일
이전에 예방 건강 검진을 완료하고
리워드를 받으십시오.

Rewards Plus 카드를 받으시면 카드를
활성화하여 리워드를 사용하세요. 이 카드는
승인된 건강 관련 품목 및 개인 진료 관련 품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없어도 됩니다.

당사가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를
완료했음을 수신하고 나면, Rewards
Plus 카드에 리워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완료일로부터 60~90일
이내).

다음과 같이 Visa 카드가 승인되는 소매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트 및 슈퍼마켓
• 편의점
• 창고형 마트

• 드럭스토어 및 약국
• 서점 및 할인점
• Healthrageous(식사 및 영양 상담)

Wellness Incentives Visa 카드는 카드 소지자 동의서에 명시된 대상 구매 품목에 한해 미국 및 Columbia 특별구의 모든 Visa 직불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매 품목의 전체 목록을 알고 싶으신 경우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카드는 Visa U.S.A. Inc.의 면허에 따라 MetaBank®, N.A.,
Member FDIC에서 발급합니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PIN 관련 지침을 찾아 보려면 카드 소지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소지자 동의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카드의 배포 및 서비스를 맡고 있는 InComm Financial Services, Inc.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로부터 송금업체로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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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RDS P LUS 프 로 그 램
인센티 브
최대 $195의 리워 드 획 득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워드의 상당 부분은 귀하께서
매년 받으시는 건강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Member 앱에서 리워드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

건강 위해성 평가
웰컴 키트에 담긴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회원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연례 건강 방문

주치의(PCP)와 예약 일정을 잡고 방문을 완료합니다.
당뇨 검사
주치의를 방문하여 혈당 검사(HbA1c), 망막 안구 검사, 소변 검사를 진행해 신장
기능이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유방조영상
분변 잠혈 검사
대장 내시경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이 검사를 예약하거나 귀하의 기록을 발송합니다. 이 검사는
10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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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 어떠신가요?
Brand New Day Member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하여 어떤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치의와 상담하여 귀하에게 어떤 건강 검사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전에 완료하고 리워드를 받으십시오.

건강식 품 프 로 그 램
귀하가 “Choice” 또는 “Dual Access”(Medicare 및 Medi-Cal)로 끝나는 Brand New Day
플랜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건강식품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건강식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의 회원은 건강식품 혜택을 월별 크레딧의 형식으로 건강식품 카드에
지급받습니다. 이 카드는 Visa®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전국의 인기 가맹점에서 대상 구매
폼목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해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야채,
기름기 없는 단백질, 유제품 등의 식료품을 창고형
마트나 동네 식료품점에서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혜택은 매달 말일에 만료(사용 또는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구매하세요. 만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봉된 카드 소지자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카드를 보관하세요! 귀하께서 적격한 Brand New Day 플랜 가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달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잔액을 확인하시려면 언제든지 1-833-614-3258로 전화하거나 wellnessincentive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보조금 사용처에 관한 문의는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Brand New Day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10월 1일~3월 31일까지는 연중무휴 오전 8시~오후 8시

*건강식품 수당을 받으시려면 다음 플랜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Brand New Day Harmony Choice
Plan (HMO CSNP) 20, Brand New Day Dual Access Plan (HMO DSNP) 24, Brand New Day Bridges Choice
Plan (HMO CSNP) 29, Brand New Day Classic Choice Plan (HMO) 33, Brand New Day Embrace Choice
Plan (HMO CSNP) 40-1, Brand New Day Embrace Choice Plan (HMO CSNP) 40-2

Healthy Foods Visa® 카드는 카드 소지자 동의서에 명시된 대상 구매 품목에 한해 미국 및 Columbia 특별구의 모든 Visa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매 품목의 전체 목록을 알고 싶으신 경우 프로그램 후원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카드는 Visa U.S.A. Inc.의 면허에 따라 MetaBank®, N.A., Member FDIC에서
발급합니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 소지자 동의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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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1-833-614-3258번으로 Wellness Incentives에 전화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해주십시오.
교체 카드가 무료로 발송됩니다. 신고 시 이름 및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또는 Brand New Day 회원 서비스 부서(1-866-255-4795, TTY 711)로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새 카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카드로는 술, 담배, 총기 또는 탄약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산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는 제공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카드로 대상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귀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타 유형의
식품이 아닌 품목이 포함됩니다.
건강식품 보조금은 카드로 언제 들어오나요?
보조금은 매달 첫 번째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최초 발효일은 매달 1일이지만 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매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창고형 마트, 할인점, 잡화점, 종합 소매점, 식료품점 및 슈퍼마켓, 냉동육 판매점, 유제품 판매점,
기타 식품 매장(예: 편의점, 전문점), Healthrageous(식사 및 영양 상담), 드럭스토어와 약국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ncentivesCard와 RewardCard 2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카드가 건강식품 카드인가요?
건강식품 혜택 카드는 오른쪽 위에
“IncentivesCard”라 기재되어
있으며 카드 자체에 “Healthy Foods
Benefit”이라는 프로그램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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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례 건강 검진

Brand New Day는 회원님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방은 건강의 열쇠입니다.
예방은 매년의 건강 검진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매년의 건강 검진을
일컬어 연례 건강 검진이라 합니다. 이러한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귀하의 주치의(PCP)는 귀하의 건강관리 요구에 맞는 검사 및 검진을
통해 귀하의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검진합니다.

연례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귀하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상태 및 실험실 검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당사가 담당 의사로부터 검진 및 검사를 완료했음을 수신하고 나면 Rewards Plus 카드에 리워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이 과정은 귀하가 검진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평균 60~90일 정도
걸립니다.
연례 건강 검진을 위한 안내문을 귀하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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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서 비 스 받 기

귀하의 주치의(PCP)는 전문의 및 타 의료기관에 귀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서비스가 "보장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Brand New Day에 가입해 진료/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Brand New Day에 가입하면 그 즉시 네트워크 내 의료 기관으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운 승인을 받으려면 주치의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진료를 계속 진행한
후 완료하기 위해 저희는 귀하를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하거나 현재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제공된 혜택 정보에는 당사가 보증하는 모든 서비스나 모든 제한 또는 예외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가 보장하는 전체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려면
bndhmo.com/members/plan-details에서 “보장 범위 증서(EOC)”에
액세스하거나 회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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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 휴 2 4 시 간
간호 사 상 담 전 화

전화번호 1-888-687-7321, TTY 711로 연락하시면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간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Brand New Day는 귀하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간호사
상담 전화를 제공합니다. 간호사는 징후 및 증상에 따라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응급 진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 Teladoc(주7일
24시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와의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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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 휴 2 4 시 간
의사 상 담 전 화

Teladoc을 이용하면 전화, 비디오 또는 모바일 앱 방문의 편의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미국
협회 인증 의사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을 설정하면 지금 당장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전화 연락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Teladoc 의사의 진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계정 설정

온라인:
Teladoc.com으로 이동해 “
계정 설정”을 클릭하세요.
Teladoc.com

모바일 앱: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계정
활성화”를 클릭합니다.
Teladoc.com/mobile

TELADOC에 문의하기:
Teladoc은 전화를 통해 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800-Teladoc (835-2362)

2. 병력 제공 - 귀하의 병력은 Teladoc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상담 요청 - 귀하의 계정이 설정되면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고 전화,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Teladoc 의사들은 수많은 비응급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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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 료 및 응 급 실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하며 주치의(PCP)의 진찰을 기다릴 수 없을 때 Brand New Day는 긴급 치료 및
응급 처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응급 진료 센터의 목록을 보려면 bndhmo.com/provider-search를 방문하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반드시 네트워크에 속한 응급실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응급 치료를 위한
위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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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료

비용

Brand New Day와 협약한 응급
진료 센터를 이용하실 경우, 응급
진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옵션이
최선인가요?

응급 진료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됩니다.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려해야 할 사항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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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
• 편두통
• 눈 감염 또는 눈 부상
• 요로 증상
• 엑스레이 진료
• 부상 - 삠/염좌
• 감기 또는 독감 증상
• 요통
• 자상 및 화상
• 발진
• 이통
• 식중독

응급 진료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외출 중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흉통이 있다면 응급실로 가십시오.

• Brand New Day는 연중무휴
간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eladoc은 매일 24시간 운영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3~1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응급 진료 및 응급실, 계속

응급실

응급 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며
응급 기관 방문 시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 Medi-Cal 보장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경우, 귀하의 본인
부담금은 Medi-Cal에서 지불합니다.
응급실 방문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며 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감전
• 심각한 화상
• 심각한 호흡 장애
• 심장 발작 증상 - 흉통, 숨가쁨, 발한 및
메스꺼움
• 출혈 - 심각한 출혈 또는 멈추지 않는
출혈
• 중독 - 독극물, 약물을 섭취했거나
알코올 과다 섭취
• 심각한 부상 - 골절, 뇌진탕 또는 깊은
상처
• 뇌졸중 증상 - 얼굴의 한쪽이
늘어지거나 처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대신, 응급 진료를
선택 방안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 응급 처치 제공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

Bra n d N e w D a y 담 당 간 호 사

회원으로 가입된 귀하에게는 Brand New Day 담당 개인 간호사가 배정됩니다. 담당 간호사는
귀하와 함께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회원들은 간호사 또는 치료 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배정된 개인 간호사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다면 회원 서비스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Brand New Day의 소견으로 볼 때 귀하의 건강관리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 수준에
따라 귀하에게 Brand New Day 간호사가 배정됩니다. 다양한 위험 요인(즉, 예정에 없던 병원 방문
빈도, 복약 시 용량 준수 정도 또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과 함께 고려됩니다.

치료 관리자

Brand New Day Harmony Choice Plan (HMO C-SNP) 32 또는 Brand New Day Harmony
Care Plan (HMO C-SNP) 20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치료 관리자가 배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치료 관리자 배정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체중, 스트레스 또는 그 외 건강
문제와 같은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치료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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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병 관리의 7가지 기본 사항

다음과 같은 건강관리 계획의 주제들은 Brand New Day 간호사가 귀하의 건강과 생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점을 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을 나타냅니다.
교육 – 귀하의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

영양 –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웰빙 중요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

운동 – 헬스장 또는 가정에 있는 모든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Brand New Day 간호사 또는
치료 관리자가 귀하의 건강관리 요구를 더 잘 이해할 목적으로 귀하가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운동 계획.

자가 검사 및 모니터링 – 혈당 수치, 혈압, 체중 및 분변잠혈검사(FOBT)로 알려진 대변 검사의
결과를 각각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질환 상태를 개선하도록 지원.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 - 회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약사가
검토한 우편 주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허브 및 비타민.
예방 치료 계획 – 삶의 질과 수명을 개선. 연례 건강 검진, 건강 위해성 평가(HRA).

지역사회 연계 –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과의 연계. CBAS(성인 주간 보호),
MTR(약국, 의약품 조정, 준수 장벽, 추가 지원에 따라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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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치료 관리
계획

담당 치료 관리 팀은 개인 건강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에는 만성 질환 치료 관리의 7대 기초인 교육, 영양, 운동,
검진, 복약 규정 준수, 예방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가 포함됩니다.

예:

“검진”–

“운동”–
“영양”–

당뇨병 전문 간호사가 당뇨병이 있는 가입자에게 배정됩니다. 연속 혈당
모니터(CGM)가 특정 인슐린 종류를 사용하고 A1c가 8 이상이며 의사가
검사를 1일 4회 이상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른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서비스 및 혜택이 제공됩니다.
가입자의 치료 계획에는 DVD, I Move B.E.S.T 키트,
헬스장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치료 계획에는 “OptiFast”, “MOVE 프로그램”, “Weight
Watchers”, “NutriSystem” 등과 같은 할인된 체중 관리 플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 부서 및/또는 개인 간호사/치료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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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료 관리 프로그램

종합 치료 관리 프로그램에는 건강 개선 모니터링을 위한 최첨단 가정용 원격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 모니터링 장비에는 체중계, 혈압계 밴드, BioTel 측정기 및 맥박 산소 측정기, 혈당 측정기가
포함됩니다. 의료 지원 및 원격 의료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은 귀하의 건강
상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거나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이상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회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종합 치료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
• 고혈압 관리
• 만성 신장병
• 요실금
• 울혈성 심부전(CHF)
• 심혈관 질환
•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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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 사고 예방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	주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조울증), 정신분열증
및/또는 정신분열정동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

BIOTEL
당뇨 관리는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rand New Day는 BioTel Care®와
제휴하여 회원들에게 무료 당뇨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여러분은
휴대폰에 연결되는 무료 혈당 측정기와 검사 용품을 받게 됩니다. 이 측정기는 사용하기 쉬운
컬러 터치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측정값을 보안상 안전한 온라인 포털로 자동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귀하와 건강관리 팀은 건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진료 전담팀이 측정기 설정을 도와주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품목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대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A Connection

Intr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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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응급 응답
시스템(PERS)

어느 곳에 살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 특히 건강문제가 있을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rand New Day는 Aloe Care Health와 제휴하여 "세계적인 최첨단
선진 의료 알림 시스템"을 회원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합니다.
MOBILE COMPANION
Aloe Care Health 스마트폰 앱과 함께 사용하는 Mobile Companion은 부속 기기로 독립한 성인이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사, 간호사, 가족 및 친구 등 치료 관계자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와 연결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만큼 치료 관계자를 이 앱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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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wa
rd응답
P l us
프로그램
개인
응급
시스템(PERS)
스스로를 잘 돌보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위치 추적
부양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곳에
즉시 도착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호환성
Mobile Companion은 특별하계 설계되어
심장박동기 작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낙상 감지 웨어러블 장치
내부 가속도계가 낙상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Aloe Care Health 모바일 앱은 Google Play
및 Apple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앱을 핸드폰에
설치했다면 쉽게 Mobile Companion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감각 피드백
시각, 소리, 진동 피드백의 조합으로 다양한 필요를
충족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응급 응답
Aloe Care Health 5성급 전문 모니터링 팀이
제공합니다.
내수성
샤워 시에도 착용할 수 있으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쉬운 사용법
신용카드보다 크기가 작아 끈에 달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서비스는 귀하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작하기
Brand New Day 간호사/치료 관리자 또는 회원 서비스 부서에 연락해 Mobile
Companion을 받고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한 삶을 영위하세요.
1-888-256-32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및 토요일~일요일, 오전 7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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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 식사
식사 및 영양 상담

적절한 영양 공급이 건강, 회복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건강한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Brand New Day는 Healthrageous의 전문가들과 제휴하여 특별한 개인 맞춤식사를 매우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한 식사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개인 컨시어지가 가상으로 일별 영양공급을 계획하는 것부터 귀하의 영양 공급 상태를
듣고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하의 식이 권장량에 맞춘, 완벽히 준비된, 건강한 냉동식이 귀하의 집으로 배달되어 바로
데워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기술로 귀하의 혈당과 건강 목표까지 귀하의 진행상황을
쉽게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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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 식사
식사 구매
귀하의 Brand New Day 플랜이 무료 식사 혜택을 포함하지 않거나 귀하의 혜택을 다
소진하신 경우에도, 일주일당 최소 10끼의 식사를 주문하실 경우, 연간 최대 30끼 분량의
개인 맞춤 식사를 식사당 $8.99(배송비 포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플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식사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일주일에 한 번, 5일, 하루 3끼 분량의 식사 배송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실 경우 결제가
필요 없으며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역년당 이 혜택을 6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뇨 및 심장 질환 등 만성 질병을 앓고 계신 회원분은 12주 연속으로 7일, 하루 2끼
분량의 식사를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실 경우 결제가 필요
없으며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역년당 이 혜택을 1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Dual Access”(Medicare 및 Medi-Cal) Plan에 가입하신 회원은 역년당 한 달에 한 번
주별 배송으로 하루에 2끼 분량의 7일 식사가 제공됩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실
경우 결제가 필요 없으며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회원 특별 가격 – 주당 최소 10끼의
식사를 주문하는 회원께는 매력적인
특별 가격으로 식사를 추가로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식사를 배송받을 시 배송비용이 줄어
배송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혜택 – 주당 최소 10끼의 식사를
주문하실 경우 소매가격에 원하시는
만큼 식사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분께 이 혜택이 제공됩니다.
역년당 매주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서 더 건강해진 나를 만나보세요.
88106번으로 JOIN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bndhmo.com/eatinghealthy를 방문하십시오.
Brand New Day 회원 서비스 부서(1-866-255-4795,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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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환(TOC)
프로그램

치료 전환(TOC) 프로그램은 병원, 전문 간호 시설, 재활 센터 또는 가정 보건 환경으로 입원하거나
그러한 시설에서 퇴원하는 등 회원들이 하나의 진료 환경에서 다른 진료 환경으로 중단 없이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Brand New Day의 담당자는 회원 여러분이 퇴원 및 귀가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1주
이내에 치료 전환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락합니다. 귀하가 예기치 않게 입원한 경우,
귀하의 퇴원에 앞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하, 간병인 또는 귀하의 보호자가 저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가정 건강/간호사 방문

담당 의사는 때때로 간호사에게 귀하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료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면허가 있는 가정
보건 기관 또는 Brand New Day에 고용된 간호사들이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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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비스

병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입원 접수, 외래 수술, 응급실 및
기타 병원 보장이 포함됩니다. 귀하는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저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에게
적합한 담당 의사가 귀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병원 방문 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응급실 또는 병원 측의 의사와 협조할 것입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귀하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담당 간호사는 귀하가 집에 도착할 때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담당 간호사는 모든 후속 예약을 처리하고
귀하에게 필요한 약물에 대해 설명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원 시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장 범위 증서(EOC)를 참조하거나 회원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전문 간호 진료

때때로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귀하는 퇴원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문 간호 시설(SNF)에 위탁됩니다.

SNF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날로부터 3일 전에 귀하는 퇴원 관련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문에는 귀하가 아직 퇴원할 준비가 되지 않아 퇴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SNF는 Medicare에서 바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귀하의 요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종합 Medi-Cal(Medi-Medi) 보장에 가입한 경우, Medi-Cal은 Medicare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비용 또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정확한 보장 범위는 보장 범위 증서(EOC)를 참조하거나 회원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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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 치과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치아를
관리하십시오:
옵션

1

DeltaCare DHMO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세요. 정기적인 스케일링 및 검진(치과 플랜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보장됨)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면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줄어들며 통증과 그에 따른
치료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치아 문제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DeltaCare DHMO란 무엇인가요?

DeltaCare DHMO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한 대신에 연간 공제액 및 보장 혜택에 대한 최대 한도액이
없는 폐쇄형 네트워크 제품입니다. 회원들은 보장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본인 부담금과 함께
DeltaCare DHMO 의 플랜 안내용 소책자를 받게 됩니다. 회원들은 기존의 HMO의 경우와 같이
치료를 받기 위해 DeltaCare DHMO 네트워크에서 치과 주치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DeltaCare DHMO에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1-844-282-7638, TTY 1-877-855-8039

시간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오후 8시(10월 1일~3월 31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4월 1일~9월 30일)

웹사이트
Medicare: www1.deltadentalins.com/brand-new-day-medicare
Medi-Medi: www1.deltadentalins.com/brand-new-day-medi-cal-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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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Care DHMO 로부터 서면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전문의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응급
서비스 섹션에 명시된 응급 서비스를 제외하면 각 회원은 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정된
DeltaCare DHMO 치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치료는 이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옵션

2

Western Dental
• 종합 치과 보장 범위

• Western Dental Center: 평일 저녁 및
토요일에도 영업

Western Dental에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1-855-203-5900, TTY 711

• Western Dental의 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 공개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 Medicare와 Medi-Cal에 모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당사의 전문가 팀이
Denti-Cal 보험료 청구

웹사이트
westerndental.com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Western
Dental Center를 다음에서 검색하세요.
westernden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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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PLAN 한정

3

Brand New Day가 모바일 치과 혜택을 드립니다!

저희는 귀하에게 예방 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Select Plan¹ 중 하나에
등록되어있는 경우 아래 무료 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일정을 예약하십시오.
전화
1-657-400-1900 내선번호 4017, TTY 711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¹모바일 치과 서비스는 Brand New Day Select Care I Plan (HMO I-SNP) 42, Brand New Day
Select Choice I Plan (HMO I-SNP) 44, Brand New Day Select Care II Plan (HMO I-SNP) 43,
Brand New Day Select Choice II Plan (HMO I-SNP) 45 가입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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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서비스

1

안과 치료기관을
선택

선명한 시력과 건강한 생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예약하기

3

EyeMed®를 통해 보장 범위를 치료
기관에 알림

귀하의 안과 치료 플랜은 매년 무료 망막 검진과 함께 무료 시력 검사를 제공합니다. 안과
혜택에는 표준 렌즈를 포함한 새 안경테 또는 미용 콘택트 렌즈가 포함됩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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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서비스
계속

귀하는 EyeMed의 Insight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 아주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EyeMed의 독립된
안과 의사, 인기 소매점 및 온라인 옵션으로 아주 약간의 안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신식 선진
안과 기술을 접할 수 있습니다. EyeMed의 안과 진료 네트워크에는 다음과 같은 인기 소매 체인을
포함해 Brand New Day의 서비스 지역 내 12,000여 곳의 네트워크 내 액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혜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lenscrafters.com
• glasses.com
• targetoptical.com • contactsdirect.com
• ray-ban.com

하나의 제공업체를 통해 검진 및 눈 관련 상품을 수령 또는
하나의 제공업체에서 검진을 받고 다른 제공업체로부터 눈 관련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귀하의 몫입니다!
전화
1-800-511-1486, TTY 1-844-230-6498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5시~오후 8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웹사이트
member.eyemedvisioncare.com/brandnewday

¹기본 렌즈에 더하는 색, 코팅제 및 추가 옵션 비용에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경 당 40% 할인, 안경테 보장액 중 잔액의 20% 할인, 기존 콘택트 렌즈 보장액
중 잔액의 15%할인, 보장 범위가 아닌 제품 비용의 20%할인. 창고 판매점 또는
도매상점에서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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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및 척추 지압

Brand New Day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와
협약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침술 및 척추 지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귀하의 지역에서 침술사 또는 지압 요법사를 찾고 싶다면 ASH 전화 1-800-678-9133, TTY
1-800-735-2922(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8시)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ashlink.com/ash/brandnewday를 방문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한 장소에 도착하시면
Brand New Day ID 카드를 제시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침술 및 척추 지압 서비스 혜택은 다음과 같은 플랜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Brand New Day Bridges
Choice Plan (HMO C-SNP) 29, Brand New Day Bridges Care Plan (HMO C-SNP) 28, Brand New Day
Select Care II Plan (HMO I-SNP) 43, Brand New Day Select Choice II Plan (HMO I-SNP) 45, Brand
New Day Select Care I Plan (HMO I-SNP) 42, Brand New Day Select Choice I Plan (HMO I-SNP) 44.
American Specialty Health 및 그 로고는 American Specialty Health Incorporated(ASH)의 상표이며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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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나이가 들수록 청력 상실로 인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청력은 건강에 중요합니다. Brand New Day는 TruHearing과 제휴하여 보청기 혜택을
제공합니다.1 이 혜택으로 귀하는 일년 당 3회의 보청기 피팅 및 조정을 위한 후속 방문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장 범위 증서(EOC)를 확인하십시오.

TruHearing Advanced

TruHearing Premium

청력 정기 검사

보청기 보장 범위 설명

• 32개 채널
• 6개 프로그램
• 모든 범위의 스타일 및 색상
• Advanced 기능
• 48개 채널
• 6개 프로그램
• 모든 범위의 스타일 및 색상
• Premium 기능
• 매년 1회 실시

이 혜택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Brand New Day Part B
Savings Plan (HMO) 49, Brand New Day Harmony Care Plan (HMO C-SNP) 32 및
Brand New Day Harmony Choice Plan (HMO C-SNP)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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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계속

TruHearing 종합 난청 치료 혜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최첨단 기술

•	거의 모든 청취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생생한
소리를 편하게 들을 수
있음
•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또렷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음
• 	스마트폰에서 오디오 및
전화 통화를 귀로 직접
스트리밍하여 들을 수
있음2

개인 맞춤 서비스

• 	TruHearing 청각 치료
컨설턴트의 안내 및 지원
• 	해당 지역의 공인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지
전문 진료
• 	청력 검사는 물론,
보청기 착용 및 조정을
위한 3회의 후속 방문3
• 	정기 청력 검사 무료
제공(본인 부담금 $0)

맞춤형 도움 제공

• 	60일 평가판 및
3년간 제품 보증을 통해
안심하고 구입 가능
•	재충전이 불가능한
모델에 보청기 1개당
80개의 무료 배터리
제공

• 	새 보청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 제공

TRUHEARING과의 예약 일정을 잡는 방법을 보려면 페이지를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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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계속

보청기 구입 방법
1

TruHearing 전화 1-866-202-1182, TTY 711로 연락하세요.

3

 력 상실이 발견되면 청각 치료 전문의 또는 보청기 전문가가 올바른
청
보청기를 선택하고 TruHearing을 통해 보청기를 주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2

4

TruHearing 청각 치료 컨설턴트는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청각 치료 전문의 또는 보청기 전문가를 통해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한 보청기가 도착하면 해당 의료 기관을 다시 방문해 청각 치료
주
전문의 또는 보청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청기를 착용한 후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TruHearing 보청기는 iPhone, iPad® 및 iPod® Touch 기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다양한 Android 휴대폰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TV를 통해 TV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회의 후속 방문 진료는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보청기 수리 및 교체 시 해당 의료기관 및 제조사 비용이
부과됩니다. 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TruHearing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세요.

3

TruHearing에 연락해 검사 일정을 예약하시어 청력을 개선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전화 1-866-202-1182, TTY 711(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truhearing.com을 방문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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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멤버십

SilverSneakers®와 함께 더욱 높은 곳으로

SilverSneakers®는 단순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는 대부분의 Brand New Day¹ 플랜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SilverSneakers와 함께 테니스, 수영, 웨이트 리프팅, 헬스장, 재택 라이브 수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이며 SilverSneakers는 귀하를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재택 또는 방문 프로그램

•
SilverSneakers On-Demand™ 피트니스 클래스(연중 무휴)
• 	SilverSneakers Live 버추얼 클래스 및 워크샵(주중)
• 	SilverSneakers GO™ 모바일 앱(조정 가능한 운동 계획 등을 포함)
• 	공원, 지역센터 등의 SilverSneakers FLEX® 클래스, 워킹 그룹 및 워크샵

가맹점

•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수천 개의 가맹점1
• 	언제든지 복수의 가맹점에 등록 가능
• 	모든 레벨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시니어 피트니스 교육을 받은 강사가 가르치는
SilverSneakers 클래스2

지역사회

• 	헬스장 밖에서 제공하는 그룹 활동 및 클래스2
• 	식사 모임, 축하 파티, 사회활동을 포함하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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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멤버십
계속

다음의 4단계만으로 시작하세요

1 SilverSneakers.com/StartHere로 가서 온라인 계정을 만듭니다.
2 로그인해서 회원 ID 번호를 확인하고 가맹점을 방문합니다.
3 새 계정으로 온라인에서 가상 운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4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건강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SilverSneakers.com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전화
1-888-423-4632, TTY 711(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5시)로
연락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영문 약칭: “PL”)은 Tivity Health, Inc. 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PL 시설 및 편의시설은 PL 기본 멤버십 약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반 시설 및 편의 시설은 PL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권(멤버십)에는 SilverSneakers 강사가 진행하는 그룹 피트니스 클래스가 포함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클래스를 회원들에게 추가로 제공합니다. 클래스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SilverSneakers, SilverSneakers FLEX 및 SilverSneakers 신발 로고마크는 Tivity Health,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SilverSneakers On-Demand 및
SilverSneakers GO 는 Tivity Health,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 2020 Tivity Health, Inc. All Rights Reserved. HTA498_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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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상담

상당수 Brand New Day 혜택 프로그램에는 귀하에게 적합한 운동 계획을 마련하는 운동 전문
가와의 일대일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 상담 예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간호사/의료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회원 서비스 담당 부서 전화 1-866-255-4795(TTY 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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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보장 범위

Brand New Day에는 보장되는 종합 약품 목록이 있습니다. 필요한 약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복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종합 Medi-Cal에 가입하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Part D
보험료와 처방약에 대한 대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PART D 처방약 단계
MEDI-CAL 완전 보장*

1단계

$0

4단계

$4.00

3단계

$4.00

6단계

$0

2단계

$1.35

5단계

$4.00

*귀하의 Medi-Cal 가입 자격(전체 또는 일부)에 따라 처방약 비용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에 열거한 저소득 보조금(LIS) 레벨 2(종합 Medi-Cal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연방 빈곤 수준의 10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

처방약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세요!

Brand New Day의 Medimpact Direct(우편으로 처방약 주문)는 처방약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서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1, 2, 3, 4단계 및 6 단계
특전! 100일 처방전 중 2개월치만 비용을 지불하고 세 번째 달은 추가 비용 없이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우편 주문을 통해 100일, 1, 2, 3, 4단계 및 6
단계 처방약을 조제할 때 적용됩니다. Medimpact Direct로 처방약 비용을 쉽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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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문을 통해
처방전 받기

편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쉽고 편리한 맞춤 처방전 배송.*

주문한 처방약을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약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줄을 서거나 시내
곳곳을 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의
간편한 결제로 최대 100일 분량의 처방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는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해졌습니다.

Medimpact Direct, LLC는 만성적 또는
장기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보전 약제에 대한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배송 옵션은
다양한 결제 옵션, 다양한 방법의 처방약
주문 및 다양한 배송 위치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Medimpact Direct에
문의하세요.

*다음 플랜은 Part D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Brand New Day Valor Care Plan (HMO)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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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주문을 통해 처방전 받기
계속

시작하기

첫 맞춤 배송 주문에는 100일 분량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주문한 상품을 기본 배송을 통해 받기로
선택한 경우, 주문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 제시할 처방전을 받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의사에게서 직접 받기
귀하의 처방전을 전자 양식으로 작성해 Medimpact Direct로 보내거나
1-888-783-1773으로 팩스 전송할 것을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담당 의사가 당사에 보내는 처방전을 처리하기에 앞서 당사의 약국 직원은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당사는 이러한 처방약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2

처방전을 우편으로 전달
medimpactdirect.com에서 주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 비용을
결제하고 종이 처방전과 함께 주문서 양식을 저희에게 전송하십시오. 주문이
접수되면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리필을 주문하고 차후 주문을 위한 배송 옵션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 요청
Medimpact Direct 전화 1-855-873-8739, TTY 711로 연락해 처방전 관련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 약국 직원이 처방전을 즉시 당사에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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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가 가 능 한 일 반 판 매 의 약 품
( OTC ) 항 목

이제 OTC 품목을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필요한 OTC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기한이 끝나기 전에 혜택 금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작성한 주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전화
1-877-280-6207, TTY 711로 연락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하신 품목은 직접 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문
Brand New Day OTC 웹사이트 NationsOTC.com/BND를 통해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ID,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다음 혜택 기간에 다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주문
카탈로그와 함께 제공되는 주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기간이 끝나가서 우편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NationsOTC.com/BND를 방문하여 OTC 카탈로그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문 양식을 작성한 후 아래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tionsOTC
1801 NW 66th Avenue, Suite 100
Plantation, FL 33313

전화로 주문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화로 주문하시고 싶으신 경우, 연중무휴 24시간 1-877-280-6207,
TTY 711번으로 OTC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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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가 능 한 일 반 판 매 의 약 품
( OTC) 항 목
계속

주문 지침

• 배달은 주문한 시기부터 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사용하지 않는 혜택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주문 총계는 혜택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플랜에 의해 필요한 사항이 아닌 한, 회원은
보장액을 초과하는 주문 총계에 대해 자비로
부담할 수있습니다.
• 주문 총계는 주문을 한 혜택 기간에
적용됩니다.

• OTC 제품은 건강 또는 의료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 Brand New Day는 가족이나 친구가 OTC
품목을 주문하기 위해 이 혜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이러한 제품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반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OTC 카탈로그에 있는 품목은 연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OTC 제품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려면 NationsOTC.com/BND
를 방문하세요.

• OTC 품목은 가정으로만 배달됩니다. 제품은
현지 소매 약국이나 앞 페이지에 나열된 Brand
New Day OTC 혜택 채널이 아닌 다른 소스를
통해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Brand New Day에서 탈퇴한 경우 OTC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본 정보는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당사의 고객 서비스
부서(1-877-280-6207, TTY 711, 연중무휴 24
시간)로 연락주십시오.
• 이 정보는 인쇄본과 오디오 등 다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카탈로그에서 제공된 건강 정보는
일반적이며 의학적 조언이나 전문적인 의료
관리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 제품 및 회사명은 각 소유자의 상표명(TM) 또는
등록(®) 상표명입니다. 이들 상표명의 사용이
제휴 또는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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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비 용 을 절 약 할 수 있 는
다른 방 법

복제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비교

복제약은 브랜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브랜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브랜드 이름을 말하는 대신, 항상 복제약을 달라고 하십시오.

Medicare의 추가 지원

귀하는 처방약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Medi-Cal 자격이 안 되더라도 제한된

소득이 있다면 Medicare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 전화
1-800-772-1213, TTY 1-800-325-0778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ssa.gov/prescriptionhelp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추가 지원 자격 대상자에 한하여 Medicare는 Part D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당사자는 약국에서 저렴한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플랜은 Part D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Brand New Day Valor Care Plan (HMO)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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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 황 대 비 의 료 정 보 ( V I A L OF
L.I. F. E. ) 프 로 그 램

응급 상황 대비 의료 정보(Vial of

L.I.F.E.)는 응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키트를 사용하면
응급 의료진이 위기 상황에서 귀하의
병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눈에 잘 띄는 냉장고
앞쪽 면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 응급 상황 대비 의료 정보
(Vial of L.I.F.E.) 키트를 받고 싶은

분들은 Brand New Day 간호사/치료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회원 서비스
담당 부서 전화 1-866-255-4795,
TTY 711로 문의하십시오.

45

ME D I C AR E - M E D I - C A L
( ME D I -MEDI ) 보 장 범 위
Medicare 및 Medi-Cal 보험에 모두 가입하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담하는 추가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일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판매 의약품(OTC):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처방약(예: 아스피린)
품목은 Medi-Cal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약품의 비용은 MediCal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약품은 귀하의 Medicare Part D 프로그램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and New Day는 추가 혜택의 일부로 OTC 약품 비용을 보장합니다.
요실금 용품: Brand New Day는 추가 혜택의 일부로 기저귀 등의 요실금 용품을 보장합니다. Medi-Cal
보험에 가입한 회원분들을 위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용품을 받기 위한 처방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은 후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주문서를 작성하고 Medi-Cal에 청구합니다. 요실금 용품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 Brand New Da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귀하가 선택한 보험에 대해 Medi-Cal 보험은 보청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510의 보청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Brand New Day는 추가 혜택의 일부로 보청기 비용을
보장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CBAS): CBAS는 Medi-Cal에 가입한 회원분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동안 Brand New Day 담당 간호사/치료 관리자 또는 귀하의
주치의(PCP)가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는 사회 봉사 서비스,
치료, 개인 돌봄 서비스, 식사, 교통편 및 전문 간호 진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가족 및/또는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제공합니다.
추가 지역별 자료: 추가적인 지역별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 웹사이트:
http://cdss.ca.gov/Contact-Us)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6

ME DIC ARE - ME D I - C A L
( ME DI- M EDI ) 보 장 범 위
계속

MSSP(다목적 시니어 서비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중 Medi-Cal 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 HCBS(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간호 시설 입소의 대안책입니다. MSSP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 사례 관리
• 개인 진료 서비스
• 임시 간병(가정 및 가정 외)
• 보호 관찰
• 환경 접근성 적응
• 주거 지원/경미한
• 주택 보수 등
• 교통편
• 가사 도우미 서비스
• PERS(개인 응급 응답 시스템)/통신 장비

• 성인 주간 보호/지원 센터/건강 센터
• 식사 서비스 - 급식/거주지 배달
• 사회적 안심/치료 상담
• 금전 관리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번역/통역

재가 지원 서비스(IHSS)

IHSS 프로그램은 Medi-Cal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IHSS는 저소득층, 맹인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는 양로원이나
진료 시설과 같은 가정 외 치료의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병원
예약에 따른 동행 및 정신 질환자의 보호 관찰이 포함됩니다. IHSS를 통해 허용되는 서비스 중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집 청소

• 식사 준비
• 빨래

장기 요양

• 식료품 구입

• 개인 진료 서비스(장 및 방광 치료, 목욕,
치장 등)

양로원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Medi-Cal이 비용을 보장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Brand New Day 간호사들 중 한 명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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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을 제 기 할 권 리

귀하는 귀하가 받은 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재고(이의 사항)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귀하는 Brand New Day에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및 불만 처리 담당자가 귀하의 진술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일정

불만 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따라 60일의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시 이의 및 불만 처리 담당 부서가 귀하에게 서신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입니다.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도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서신을 추가로 전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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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당사의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에 연락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10월 1일~3월 31일에는 휴일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불만 을
제기 할 권 리
계속

자세한 내용
전화

1-866-255-4795, TTY 711
시간

연중: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10월 1일~3월 31일: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이메일

Complaints@UniversalCare.com
팩스

1-657-400-1217
주소

Brand New Day
Attn: Appeals and
Grievances Department
PO Box 93122
Long Beach, CA 90809-9871

선택 가능한 옵션

치료의 질과 관련해 불만이 있는 경우, Livanta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Livanta
는 독립적인 품질 개선 조직(QIO)에 속하며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MS)와
협약을 체결하여 Medicare 수혜자의 치료 품질
불만 사항을 검토합니다.

의료 청구서 수령

혜택 설명서(EOB) - 매월 받게 될 EOB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이는 처방약 청구 및 비용 내역(명세서
등)을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귀하가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 내역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경우, 회원
서비스 부서에 즉시 연락하세요.

청구서를 당사에 발송

결제 요청서와 함께 청구서를 다음 주소지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Brand New Day
Attn: Claims Department
PO Box 93122
Long Beach, CA 90809-9871

청구서를 결제 요청서와 함께
팩스(1-657-400-1211)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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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책자 및 유 용 한
연 락처
Brand New Day 및 협약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십시오.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연중 무휴)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입니다.
웹사이트: bndhmo.com
팩스: 1-657-400-1208
우편 주소: Brand New Day, PO Box 93122,
Long Beach, CA 90809-3122
AMERICAN SPECIALTY HEALTH PLANS OF
CALIFORNIA, INC. (ASH PLANS)
1-800-678-9133, TTY 1-800-735-2922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8시
웹사이트: ashlink.com/ash/brandnewday

이의 및 불만 사항 처리 부서
1-866-255-4795, TTY 711
팩스: 1-657-400-1217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연중 무휴)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메일: Complaints@UniversalCare.com

HEALTHY FOODS 혜택
보조금 사용처에 관한 문의는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Brand New Day 회원 서비스 부서
(1-866-255-4795,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주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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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확인하시려면 언제든지 1-833-614-3258, TTY 711로
전화하거나 wellnessincentive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안내책자 및 유용한 연락처(계속)

개인 맞춤 식사
식사 및 영양 상담
1-866-255-4795,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웹사이트: bndhmo.com/eatinghealthy

REWARDS PLUS 프로그램
리워드 사용처가 궁금하시다면 Brand New Day 회원 서비스
부서(1-866-255-4795,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는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입니다.
잔액을 확인하시려면 1-833-614-3258번으로 전화하거나
wellnessincentive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DELTA DENTAL
1-844-282-7638,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5시~오후 6시
웹사이트: Medicare
www1.deltadentalins.com/brand-new-day-medicare
웹사이트: Medi-Medi
www1.deltadentalins.com/brand-new-day-medi-cal-medicare
WESTERN DENTAL
1-855-203-5900,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웹사이트: westerndental.com
피트니스 멤버십
1-888-423-4632,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5시
웹사이트: silversneakers.com

LIVANTA
치료의 질 – 옵션
1-877-588-1123, TTY 1-855-887-6668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livantaqio.com

EYEMED(안과 서비스)
1-800-511-1486, TTY 1-844-230-6498
월요일 ~ 토요일, 오전 5시~오후 8시 및
일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웹사이트: member.eyemedvisioncare.com/brandne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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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 및 유용한 연락처(계속)
MEDIMPACT DIRECT(우편 주문 약국)
1-855-873-8739, TTY 711
처방전 팩스: 1-888-783-1773
월요일~금요일, 오전 5시~오후 5시 및 토요일, 오전 6시~오후 2시.
이메일: Customerservice@medimpactdirect.com
리필을 원하실 경우, MedImpact에 연락하거나 귀하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웹사이트: medimpactdirect.com
Part D 처방약 이의 제기
1-866-255-4795, 내선번호 2012, TTY 711
영업 외 시간에는 1-866-255-4795, 내선번호 2010으로
전화하십시오.
팩스: 1-657-271-0089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웹사이트: bndhmo.com/Members/File-an-Appeal-Part-D
간호사 상담 전화
1-888-687-7321, TTY 711
연중무휴 24시간
웹사이트: bndhmo.com
정규 교통편 예약
(병원 왕복 교통편)
1-855-804-3340,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의료 교통편 예약(긴급하지 않은 경우)
바퀴가 달린 들것과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에 관한 문의
1-855-804-3484,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TELADOC (연중무휴 24시간 의사 상담 전화)
1-800-835-2362, TTY 1-855-636-1578
연중무휴 24시간
웹사이트: telad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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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 및 유용한 연락처(계속)
TRUHEARING(보청기 혜택)
1-866-202-1182,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웹사이트: truhearing.com
응급 진료
1-866-255-4795, TTY 711
이메일: Memberservices@universalcare.com
웹사이트: bndhmo.com/provider-search
일반 판매 의약품(OVER-THE-COUNTER)
1-877-280-6207, TTY 711
연중무휴 24시간
웹사이트: NationsOTC.com/BND

OTC 카탈로그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NationsOTC.com/BND를 방문해 주십시오.

ALOECARE HEALTH (개인 응급 응답 시스템)
1-888-256-3227,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및
토요일~일요일, 오전 7시~오후 4시
웹사이트: aloecare.com/brandnew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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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무료 전화로 문의하세요
1-866-255-4795 | TTY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및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BNDHM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