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Net Cal MediConnect Plan (Medicare-Medicaid Plan) 

귀하의 가입자 안내서 , 약품 목록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약국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 

본 문서는 Health Net Cal MediConnect 가입자 안내서 , 약품 목록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약국 목록을 
이용하거나 또는 받는 방법에 대해 귀하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 안내서 귀하의  혜택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  

Los Angeles County:  1-855-464-3571(TTY:  711)  
San D iego County:  1-855-464-3572(TTY:  711)  

또는 www.healthnet.com/calmediconnect 를 방문해 저희 온라인 가입자 
안내서를 이용하십시오 . 가입자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아보려면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 

약품 목록 보장  약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  

Los Angeles County:  1-855-464-3571(TTY:  711)  
San D iego County:  1-855-464-3572(TTY:  711)  

또는  www.healthnet.com/calmediconnect 를  방문해  저희  온라인  약품  목록을  
이용하십시오 . 약품  목록을  우편으로  받아보려면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및 
약국 목록 

약국  목록을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네크워크  약국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  

Los Angeles County:  1-855-464-3571(TTY:  711)  
San D iego County:  1-855-464-3572(TTY:  711)  

또는  www.healthnet.com/calmediconnect 를  방문해  저희  온라인  검색  
목록을  이용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Los Angeles County 는 1-855-464-3571 번, San Diego County 는 
1-855-464-3572 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영업시간 이후 , 주말 및 공휴일에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영업일에 저희가 귀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안내전화는 무료입니다 . 

주의: 귀하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Los Angeles 

County 는 1-855-464-3571 또는 San Diego County 는 1-855-464-3572(TTY: 7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영업시간 이후 , 주말 및 공휴일에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영업일에 저희가 귀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안내전화는 무료입니다 .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 는 Medicare 및 Medi-Cal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양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 프로그램 모두와 계약을 맺은 건강보험입니다 .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 는 Health Net, Inc. 의 자회사입니다 . Health Net 은 Health Net, Inc. 의 고유등록상표입니다 . 
모든 사용 권한은 Health Net, Inc. 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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