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Net Cal MediConnect Plan 
(Medicare-Medicaid Plan)

Cal MediConnect 알아보기
MEDI-CAL 및 MEDICARE 모두에 자격이 되는 분들을 위한  
건강 혜택 및 서비스 

Medi-Cal 및 Medicare는 귀하의 모든 Medi-Cal 및 Medicare 
혜택을 하나의 건강 보험으로 통합한 프로그램인 Cal 
MediConnect를 제공하기 위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강 보험으로 귀하의 진료 관리.

하나의 전화번호로 문의.

하나의 가입자 ID 카드.

귀하의 Cal MediConnect 팀
또한 Cal MediConnect 플랜은 귀하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의료 공급자로 구성된 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개인 진료 관리자(간호사 등)

•• 의사

•• 병원

•• 전문의

•• 약국

•• 행동 건강

•• 장기 일상 서비스 및  
지원(Long-Term Services and  
Support, LTSS)

이를 통해 귀하는 필요한 건강 혜택 및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간편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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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MediConnect 플랜은 귀하의 Medicare 및 Medi-Cal의 모든 혜택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안과 검사 및 안경류

의료 서비스 방문을 위한 교통편

비처방 의약품(Over-the-counter, OTC) 
물품

전 세계적인 응급 진료

정기 족질환 서비스

처방약 보장

24시간 간호사 상담 전화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장기 및 급성 진료

의료•기기•및•용품

피트니스 센터 및 가정 내 피트니스 
프로그램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Los Angeles County는 1-855-464-3571번 또는 San Diego 
County는 1-855-464-3572(TTY: 711)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하십시오. 업무 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업일에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웹사이트•

mmp.healthnetcalifornia.com을 방문하십시오

주의: 귀하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County는 1-855-464-3571번 또는 San Diego County는 1-855-464-3572(TTY: 711)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하십시오. 업무 시간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는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업일 내로 저희가 귀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

ATENCIÓN: Si usted habla español, hay servicios de asistencia de idiomas disponibles para usted sin cargo. Llame al 
1-855-464-3571 (TTY: 711) de 8:00 a.m. a 8:00 p.m., de lunes a viernes. Después del horario de atención, los fines de 
semana y los días feriados puede dejar un mensaje. Le devolveremos la llamada el siguiente día hábil. La llamada es 
gratuita.

이것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는 간략한 요약본이며 모든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플랜에 문의하거나 가입자 안내서를 읽어 보십시오.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는 Medicare 및 Medi-Cal 가입자들에게 양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 프로그램 모두와 계약을 맺은 건강 보험입니다.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는 Health Net, 
LLC. 및 Centene Corporation의 자회사입니다. Health Net은 Health Net, LLC.의 등록된 서비스 상표입니다. 
모든 기타 확인된 상표/서비스 표시는 해당 회사의 소유입니다. 모든 사용 권한은 Health Net, LL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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