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Child Has
Dental Coverage!
CALIFORNIA
If your child has health coverage through Medi-Cal
or a Covered California health plan, he or she also
has dental coverage and can go to the dentist for
regular checkups and care.

Services Covered for Children (Covered California and Medi-Cal)
• Exams
• X-rays
• Cleanings

• Fillings
• Fluoride treatments
• Sealants

• Tooth extractions
• Root canals
• Emergency services

• Relief of pain and infection
• Medically necessary orthodontics

Covered California

Medi-Cal

When you signed your child up for a Covered
California health plan, he or she was automatically
enrolled in dental coverage. Contact your health
plan to find a dentist or if you have questions about
your dental car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
coveredca.com or call (800) 300-1506.

The Medi-Cal Benefits Identification Card you
received in the mail is also your child’s dental
coverage card. To find a dentist that accepts MediCal, call (800) 322-6384, Monday through Friday,
8:00 a.m. to 5:00 p.m., or look online at www.dentical.ca.gov. Click on “Find a Medi-Cal Dentist.”

Parents, Single Adults, and Pregnant Women
You may also be eligible for many dental benefits in Medi-Cal or Covered
California. For information on Covered California, visit www.coveredca.com/
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dental-coverage. For information on
Medi-Cal, visit www.denti-cal.ca.gov or call (800) 322-6384.

Children should start
receiving preventive dental
services as soon as their
first tooth appears or by the
time they turn 1.

www.childrenspartnership.org
@kidspartnership

fb.com/kidspartnership

www.advancingjustice-la.org
@AAAJ_LA

fb.com/AdvancingJusticeLA

For fact sheets about children’s dental coverage in Los Angeles County and Sacramento County, visit www.childrenspartnership.org/dentalcoverage.
This flyer was created with funding from the DentaQuest Foundation and The California Wellness Foundation.
Printing costs were supported by Liberty Dental, Health Net, and Access Dental.

여러분 자녀들에게
치과 보험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여러분의 자녀가 메디칼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 보험을 갖고 있다면,
치과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므로 치과에서
정기적 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메디칼이 있는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 검진
• 방사선 촬영/엑스레이
• 치아 클리닝/스케일링

• 충치 치료
• 불소 치료
• 실란트 (치아 홈 메우기)

• 발치
• 신경 치료
• 응급 서비스

• 통증 및 감염 완화
• 의료적으로 필요한 교정

커버드 캘리포니아

메디칼

여러분이 자녀들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에 가입시킴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치과 보험이 적용됩니다.
치과 의사를 찾고자 하시거나 치과 치료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건강
보험 회사로 연락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 coveredca.com
를 방문하시거나 (800) 300-1506로 전화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우편으로 받으신 메디칼 카드
(Benefits Identification Card)가 여러분
자녀의 치과 보험 카드이기도 합니다.
메디칼을 받는 치과 의사를 찾으시려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오후 5시 사이에
(800) 322-6384로 전화하시거나 www.
dentical.ca.gov를 방문하십시오. “메디칼
치과 의사 찾기”를 클릭하십시오.

부모, 미혼 성인 및 임산부
여러분도 메디칼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많은 치과 혜택에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
coveredca.com/ 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dentalcoverage를 방문하십시오. 메디칼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entical.ca.gov를 방문하시거나 (800) 322-6384로 전화 하십시오.

아동들은 첫 유치가
나오거나 1세가
되자마자 치과 예방
진료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www.childrenspartnersh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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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dvancingjustice-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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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com/AdvancingJusticeL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아동 치과 보험에 관한 자료를 원하시면, www.childrenspartnership.org/dentalcoverage를 방문하십시오.
이 홍보물은 덴타퀘스트 파운데이션 (DentaQuest Foundation) 과 캘리포니아 웰니스 파운데이션 (California Wellness Foundation) 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쇄 비용은 리버티 덴탈 (Liberty Dental), 헬스 넷 (Health Net), 그리고 엑세스 덴탈 (Access Dental)이 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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