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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 Care Balance Medicare Advantage HMO 보험에는 Medicare 의료 서비스(파트 C), 처방 약(파트 D)
보장 및 다음이 포함됩니다.
• 천연 약재

• 태극권 수업

• 제한 없는 침술 치료

• 치아, 시력 및 청력 보장

• 추가 침술 서비스(부황, 쑥뜸, 추나, 괄사)

Clever Care Medicare Advantage 보험은 귀하가 하나의 보험으로 위에 열거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의를
누리게 합니다.

가입하시려면 Medicare 파트 A 권리가 있고, Medicare 파트 B에 등록되어 있고, 당사 서비스 지역인 Los Angeles,
Orange, 또는 San Diego 중 한 곳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당사의 의사, 병원, 약국, 의약품 목록 등의 네트워크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치의 및 기타 공급자

clevercarehealthplan.com/provider

처방 집(보장되는 의약품 목록)

clevercarehealthplan.com/formulary

약국

clevercarehealthplan.com/pharmacy

중요: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제공자가 당사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1-833-388-8168 (TTY:711)으로 전화 주십시오.
10월 1일~3월 31일
일주일 7일, 오전 8시~오후 8시.
4월 1일~9월 30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받는 메시지는 다음 근무일
내에 회답합니다.

Original Medicare의 보장 범위와 비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최신 “Medicare & You”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medicare.gov에서 온라인으로 보시거나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1-800-MEDICARE
(1-800-633-4227)로 전화하여 사본을 신청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2021년 혜택 요약

Clever Care Balance Medicare Advantage 보험(HMO)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아래의 정보는 의료 및 처방 약 비용의 요약입니다. 당사가 보장하는 서비스의 전체 목록을 받으시려면 보장범위
증명서(EOC)를 참조하십시오. EOC는 10월 15일에 당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본인 부담액, 한도
비용

월 보험료
(파트 C 및 파트 D)

본인 부담액

최대 고객 부담 금액(파트 D 처방
약은 포함되지 않음.)

의료 및 병원 혜택
혜택

병원 입원 보장 범위

31.50달러

고객 부담 금액

0달러
연간 7,550달러

고객 부담 금액

다음은 2021년 메디 케어 정의
금액입니다.
혜택 기간당 1,484달러 부담

혜택 기간당 1~60일차 일정액 일당
0달러
혜택 기간당 61~90일차
일정액 일당 371달러

외래 병원 및 수술 서비스
• 외래 병원 시설
• 이동 외과 센터
• 관찰 서비스

의사 방문

• 주치의(PCP)

• 전문의

이 서비스에 대해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각 방문당 일정액 0달러.
각 방문당 일정액 0달러.

중요 고지 사항

Medicare 파트 B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는 일부 병원 및 의료
서비스와 파트 D 처방 약에 대한 본인
부담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장 서비스를 위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중요 고지 사항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액은 혜택 기간에 따릅니다.
혜택 기간은 입원한 날 시작되고
연속 60일간 어떤 입원 치료도 받지
않았을 때 종료됩니다.

당사 보험은 병원 입원에 대해 무제한
일수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네트워크 내 전문의 진료
첫 예약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속 방문 또는 향후 서비스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예방 관리

혜택

• 웰컴투 Medicare 방문
• 연례 웰니스 방문

응급 의료

고객 부담 금액
일정액 0달러
응급실 방문당 일정액 90달러.

미국 및 미국 영토 이외 지역의
응급실 방문당 일정액 120달러.

또한 응급 의료 및 미국 및 미국 영토
이외 지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보장 한도 25,000달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진단 서비스, 실험실 검사
및 영상 촬영
• 실험실 검사 서비스
• 진단 테스트 및 시술
• 진단 방사선 서비스(예: MRI,
CT 스캔, PET 스캔 등)
• 외래 X선
• 치료 목적 방사선 서비스(예: 암
방사선 치료)

청력 서비스

• 진단 청력 검사

긴급 치료 센터 방문당 일정액
20달러.

또한 미국 및 미국 영토 이외 지역의
응급 의료 및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보장 한도 25,000달러.

Medicare가 승인한 모든 추가적인
예방 서비스는 계약 연도 중에
보장됩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인해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일정액은 면제됩니다.
전 세계 보장.

동일한 질환으로 인해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일정액은
면제됩니다.
전 세계 보장.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지침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Medicare가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를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고객이 부담합니다.

치료 목적 방사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를 고객이 부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대한 최대
고객 부담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

각 Medicare 보장 방문당 일정액
0달러.

청력 서비스
(Medicare 비보장, 정기)

당사 보험은 Original Medicare
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청력 보장을
제공합니다.
정기 청력 검사 1회당 일정액 0달러.
• 정기 청력 검사
연도당 맞춤 제작 및 평가 최대
• 보청기 맞춤 제작 및 평가

중요 고지 사항

3회까지 일정액 0달러.

보청기 최대 보험 혜택 금액까지
일정액 0달러.
이 보험은 매년 보청기에 대해
귀 한쪽당 최대 1,500달러까지
보장합니다.

고객은 반드시 당사의 청력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 청력 검사 또는 보청기에 대한
보험사 지급 혜택이 소진된 후에는
고객이 잔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Nations Hearing을 통해
제공되며 고객의 청력 요구 사항에
따라 특정 기기로 제한됩니다.

치과 서비스

혜택

• Medicare 보장 서비스

• Medicare 비보장(정기)
치과 클리닝
• Medicare 비보장(정기)
구강 검진

고객 부담 금액
Medicare 보장 치과 서비스
일정액 0달러.

매년 치과 클리닝 최대 2회 방문
일정액 0달러.
매년 최대 2회 방문 구강 검진
일정액 0달러.

• Medicare 비보장(정기) 불소 치료 매년 불소 치료 1회 일정액 0달러.

• Medicare 비보장(정기) X선

추가 보장 종합 치과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치아 딥 클리닝
• 충치 치료

• 근관(근관치료술)
• 치관(캡)

• 브릿지 및 임플란트
• 의치, 발치

매년 X선 1회 일정액 0달러.

중요 고지 사항

고객은 반드시 Liberty Dental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분기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만료됩니다.
치과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 지급
혜택이 소진된 후에는 고객이 잔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대 허용 한도 금액까지의 종합 치과
서비스 일정액 0달러.
이 보험은 치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 분기에 400달러
허용 한도를 제공합니다.

• 및 기타 서비스

시력 서비스

• 눈의 질병 및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Medicare 보장 시력 검사
• 백내장 수술 후 Medicare
보장 안경

시력 서비스(Medicare 비보장, 정기)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백내장 수술 후 Medicare 보장 안경
일정액 0달러.

당사 보험은 Original Medicare
매년 정기 눈 검사 1회당 일정액
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시력 보장을 0달러.
제공합니다.
• 정기 눈 검사, 굴절력 포함

보험 허용 한도 금액까지의 안경
일정액 0달러.

이 보험은 2년에 1회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에 대해 최대 300달러를
보장합니다.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반드시 EyeMed 네트워크에
속하는 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정기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 지급
혜택이 소진된 후에는 고객이 잔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혜택

정신 건강 서비스

• 입원 정신 의료

고객 부담 금액

다음은 2021년 메디 케어 정의
금액입니다.
혜택 기간당 1,484달러 부담

혜택 기간당 1~60일차 일정액 일당
0달러

혜택 기간당 61~90일차 일정액 일당
371달러

• 외래 그룹 요법 방문
• 외래 개별 요법 방문

전문요양시설
(SNF) 치료

물리 치료 서비스

• 직업병 치료 서비스

• 물리 치료 및 언어 치료 서비스

구급차

그룹/개별 방문에 대해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중요 고지 사항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는 입원 치료 평생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음은 2021년 메디 케어 정의
금액입니다.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혜택 기간의 21~100일차 일당
185.50달러.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각 혜택 기간의 1~20일차 일정액
일당 0달러.

이 서비스에 대해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사전 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전 세계 보장.

미국 및 미국 영토 이외 지역의 이동
1회당 일정액 225달러.

교통편

보장 안 됨.

Medicare 파트 B 의약품

항암 화학요법 의약품에 대해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기타 파트 B 의약품에 대해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혜택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 FDA 승인 실험실 검사 테스트

• 병원 방문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19 테스트 지시
• 코로나19 의료 및 치료

• 코로나19 관련 질병 시 교통편
마약성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고객 부담 금액
테스트당 일정액 0달러.

각 방문당 일정액 0달러.
직접 또는 가상 방문당 일정액 0달러.
이동 1회당 일정액 0달러.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일반 의료 제품(OTC)

최대 허용 한도 금액까지 일정액
0달러.

Clever Care는 고객이 허용 한도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적격 OTC
제품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장되는 OTC 제품에
지출할 수 있는 분기당 45달러
허용 한도를 제공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Medicare 보장 카이로프랙틱 치료

발 관리(족질환 치료)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중요 고지 사항

외래 병원, 병원 또는 독립
실험실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사 집무실, 긴급 치료, 응급실, 이동
진료소 방문에 적용됩니다. 전 세계
응급 치료 포함.
다른 교통 수단을 통해 이동 시
피보험자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분기당 1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분기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만료됩니다.

OTC 제품에 대한 보험사 지급 혜택이
소진된 후에는 고객이 잔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척추의 부분탈구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Medicare 보장 발 관리(족질환 치료)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원격 의료

일정액 0달러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의사 집무실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이
서비스는 보장됩니다.

혜택

의료 기기 및 용품

• 장기 의료 기기

• 보철(예: 교정기, 인공 수족)

고객 부담 금액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중요 고지 사항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투석 서비스

Medicare가 허용하는 금액 자기
부담 비율 20%.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의료

일정액 0달러

서비스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 혜택:
건강 및 웰니스

혜택

• CleverFit™(태극권 수업)

건강 및 웰니스
(Medicare 비보장, 정기)

당사 보험은 Original Medicare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건강 및 웰니스
보장을 제공합니다.

고객 부담 금액

계약 강사 또는 시설 또는 가상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
일정액 0달러. 동영상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연례 건강 검진
(담당 PCP가 실시)

일정액 0달러

• 질환 치료를 위한 약재로서
알레르기, 불안증, 관절염 요통,
습진, 피로, 불면증, 폐경 증상,
비만 및 그 외 여러 질환에 사용

네트워크 침술사 사무소 또는 Clever
Care에 전화하여 구매한 경우 허용
한도 금액까지 일정액 0달러.

약재 허용 한도

이 보험은 Clever Care 목록에
제공된 약재에 지출할 수 있는 분기당
50달러 허용 한도를 제공합니다.

중요 고지 사항
연례 건강 검진에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신체 촉진 또는 청진기 사용
또는 신체 부위를 두드리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분기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만료됩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침술 서비스

혜택

이 보험은 네트워크 내 침 치료에
대해 연도당 무제한 보장합니다.
동양 웰니스 서비스

서비스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항/쑥뜸

고객 부담 금액
각 방문당 일정액 0달러.

최대 허용 방문 횟수 및 시간까지
방문당 일정액 0달러.

이 보험은 연도당 최대 12회의
• Med-X(스포츠 의학 - 브라운 머신)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추나
• 괄사/IASTM
• 반사요법

• 적외선 요법 – 추가 서비스로
사용하는 경우 12회 방문 한도로
계산되지 않음

중요 고지 사항

고객은 반드시 당사의 침술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각 웰니스 방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이외의 제공자로 이동하면
고객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처방 약 보장범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고객의 비용 분담은 선택하는 약국(예: 일반 소매, 네트워크 외부, 우편 주문)에 따라 또는 30일치/90일치를 공급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장기 요양 시설(LTC)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31일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일반 소매 약국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파트 D 처방 약 혜택 및 고객 부담 금액.
1단계:
연간 본인 부담액
2단계:
초기 보장

일반 소매 비용 분담(네트워크 내)
30일치
공급

90일치
공급

일반 비용 분담
(우편 주문)

소매 비용 분담
(네트워크 외)*

90일치
공급

30일치
공급

계층 1:
선호 복제약

0%
자기 부담 비율

0%
자기 부담 비율

0%
자기 부담 비율

0%
자기 부담 비율

계층 3:
선호 상표약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계층 2:
복제약

계층 4:
비선호 약

계층 5:
전문 계층 약

*

계층 2-5의 파트 D 처방 약에 대해 매년 435달러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계층 6:
선택 치료 약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일정액 10달러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일정액 30달러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일정액 20달러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25%
자기 부담 비율
일정액 10달러

장기, 90일치, 의약품 공급은 Clever Care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소매 약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단계:
보장 범위 격차

총 연간 의약품 비용(당사 보험에서
지불한 비용 및 고객이 지불한
비용)이 4,130달러에 도달한 후
시작됩니다.
4단계:
재해적 보장범위

역년당 고객 부담 금액 비용이
6,550달러 한도에 도달하면
시작됩니다. 재해적 보장범위 단계에
이른 후에는 역년 연말까지 이 지급
단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이 다음 금액을 부담합니다:

• 계층 1 선호 복제약의 30일치 공급 일정액 0달러.

• 모든 기타 복제약, 상표약 및 전문 약 가격의 25%(처방료 일부 추가).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 중이더라도 31일치 공급에 대해 선호 소매 약국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연간 고객 부담 의약품 비용(소매 약국 및/또는 우편 주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 포함)이 6,550달러에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 비용의 5% 또는

• 복제약의 경우 일정액 3.70달러(복제약으로 취급되는 상표약 포함) 및 그
외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일정액 9.20달러.

약국 선택

당사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약국을 선택하는 경우 처방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네트워크
내 약국의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당사 웹사이트(clevercarehealthplan.com/pharmacy)를 참조하십시오.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Clever Care 우편 주문 처방 서비스에 등록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주문 처방 서비스

MedImpact Direct Mail은 유지 의약품(매일 복용하는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90일치 공급 받을 수 있는 당사의
네트워크 우편 서비스 약국입니다. 배송 또는 배달료 없이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등록 전 체크리스트

등록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의 혜택과 규칙을 철저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1-833-388-8168(TTY:71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일주일 7일, 오전 8
시~오후 8시까지이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받는 메시지는 다음 근무일 내에 회답합니다.

혜택 이해하기

주기적으로 의사와 면담하는 서비스의 경우 특히 보장 증명서(EOC)에 나오는 전체 혜택 목록을 검토하십시오.
EOC 사본을 보시려면 clevercarehealthplan.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 서비스에 1-833-388-8168(TTY:711)
로 전화하십시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제공자 디렉토리를 검토하십시오(또는
의사에게 문의). 의사가 목록에 없는 경우 새로운 의사를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방 약을 받을 때 이용하시는 약국이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약국 디렉토리를 검토하십시오. 약국이
목록에 없는 경우 처방 약을 받을 약국을 새로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규칙 이해하기

귀하의 월 보험료 이외에 Medicare 파트 B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매달
사회보장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혜택, 보험료 및/또는 일정액/자기 부담 비율은 매년 1월 1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급 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는 네트워크 이외 제공자(제공자 디렉토리에 명시되지 않은 의사)의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lever Care of Golden State, Inc.는 Medicare 계약을 수반하는 HMO 플랜입니다. Clever Care of Golden State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edicare 파트 A 자격이 있고, Medicare 파트 B에 등록되어 있고, 당사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Clever Care Medicare Medicare Advantage(HMO)는 의사, 병원 및 기타 제공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evercarehealthplan.com/privacy에 나와 있는 보장 증명서
또는 당사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참조십시오.
주의: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1-833-388-8168(청각장애자용:
711)로 전화하십시오. ATENCIÓN: Si habla inglés, tiene a su disposición gratis el servicio de asistencia en
idiomas. Llame al 1-833-388-8168 (TTY: 711). 注意：如果您說中文、您可獲得免費語言協助服務。請致電
1-833-388-8168（聽障專線：711）。

Clever Care of Golden State는 해당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나이, 장애, 혈통, 종교, 결혼
여부,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Clever Care of Golden State cumple con
las leyes federales de derechos civiles aplicables y no discrimina por motivos de raza, color, nacionalidad,
sexo, edad, discapacidad, ascendencia, religión, estado civil, género, identidad de género u orientación
sexual. Clever Care of Golden State.z 遵循適用之聯邦民權法律，不因種族、膚色、國籍、性別、年齡、
殘疾、血統、宗教、婚姻狀況、性別認同或性傾向而歧視任何人。

Clever Care of Golden State Inc.,는 Care Health Plan Inc.의 완전소유 자회사입니다.

M10002-BAL-KO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