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 MediConnect 
플랜 또는 PACE 

플랜 선택

조치 필요 없음 – 
주에서 여러분을 위해 

Cal MediConnect 
플랜 선택

동일한 Medicare 
유지 및 Medi-Cal 
건강플랜 선택

Cal MediConnect

Cal MediConnect는 귀하의 건강관리 및 가정 서비스를 하나의 
건강플랜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건강관리 옵션입니다.

귀하의 관리를 위한 선택:

전화하셔서 Medicare 및 
Medi-Cal을 모두 보장하는 
건강플랜을 선택하십시오.
뒷면의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전화하셔서 Cal  
MediConnect를  
해지하고 현재의 Medicare 
플랜을 유지하며 Medi-Cal에  
대한 건강플랜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귀하를 위해 주에서  
Cal MediConnect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의사, 처방전, 병원, 안과 관리, 가정 의료 운송 및 더 많은 서비스

Medi-Cal 및 Medicare를  
갖고 계신 경우: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 건강관리 및 가정 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는 또는

+      +      +      +      +      

귀하의 건강플랜 선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건강보험 상담 및 조언 프로그램 (HICAP): 1-800-434-0222
지역 옴브즈만, 베이 지역 법적 지원: 1-855-693-7285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www.calduals.org를 방문하십시오.
가입하려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건강관리 옵션: 1-844-580-7272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내드리니 우편물을 확인해 주십시오.



•  Anthem Blue Cross

•  Santa Clara Family Health Plan

•  �On Lok Lifeways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관리 프로그램(PACE)*

*PACE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55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플랜입니다.

전화하셔서 귀하의 선택 및 귀하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오. 건강보험 상담 및 
조언 프로그램(HICAP)으로 전화하십시오. 
HICAP은 비영리 단체로 어떠한 건강플랜도 
대표하지 않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는 2015년 1월에 
가입을 시작합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 어떤 건강플랜 
옵션이 이용 가능합니까?

저는 Cal MediConnect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Medicare 및 Medi-Cal을 모두 갖고 계시는 많은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각각의 의료제공자에게서 건강관리 및 가정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는 것에 혼란 및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Cal MediConnect는 귀하의 Medicare 및 Medi-Cal 혜택을 하나의 건강플랜으로 통합합니다. 
이 플랜은 또한 추가 비용 없이 안과 관리 및 비응급 수송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지역에서 귀하의 현재 의사들이 Cal MediConnect 플랜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제공자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건강플랜에 전화하십시오.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  
알아야 할 것

? ?

가입 시기란 무엇입니까?

Aging Services Collaborative of Santa Clara County에서 개발함

귀하의 건강플랜 선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건강보험 상담 및 조언 프로그램(HICAP): 1-800-434-0222
지역 옴브즈만, 베이 지역 법적 지원: 1-855-693-7285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www.calduals.org를 방문하십시오.
가입하려면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건강관리 옵션: 1-844-580-7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