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hem Blue Cross Cal MediConnect 1-888-350-3447 
Blue Shield Promise Cal 
MediConnect Plan 

1-855-905-3825 

L.A. Care Cal MediConnect 1-888-522-1298 
Health Net Cal MediConnect 1-888-788-5395 
Molina Dual Options 1-855-665-4627 

 

Medicare와 Medi-Cal 

모두 가입하셨다면, 새로운 

의료보험 옵션인 Cal 

MediConnect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Cal MediConnect  
보험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Medicare와 Medi-Cal 혜택이 함께 작용합니다. 
 
• 담당 의사, 약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자신에게 필요한 것, 예방 조치 및 서비스에 관한 완전한 평가를 가정에서나 
동네에서 언제든 편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응급실, 병원 및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보건 의료 품질이 개선됩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를 조직화하면 자신의 
건강에 더 주안점을 둘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 및 의약품 투약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보험 및 교통 수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담당 주치의,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al MediConnect 네트워크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주소지 카운티의 Cal MediConnect 의료보험에 
전화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PACE가 또 다른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근 PACE에 연락하십시오. 
AltaMed Senior BuenaCare 1-877-462-2582 
Brandman Centers for Senior Care 1-818-774-6444 
LA Coast PACE  1-800-734-8041 
Pacific PACE  1-800-851-0966 

보험 가입 전호 번호: 
Health Care Options (844) 580-7272 

TTY: (800) 430-7077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적합한 옵션에 대한 무료 
개별 지원: 

 
HICAP(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로 
전화하십시오. 

 
(213) 383-4519 
TTY: 711 
핫라인: 1-800-434-0222 

 
 

2014년 4월 1일부터 
Cal MediConnect 보험에 가입했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Cal MediConnect 민원 처리 센터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공되며, 
가입자로 하여금 문제를 알아보고 이의 및 불만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Cal MediConnect 민원 처리 센터에서는 또한, 

 
• Cal MediConnect 보험 가입자의 문제/불만 사항을 조사, 협상 및 
해결합니다. 

 
• 가입자를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인계합니다. 여기에는 

DMHC(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HICAPs(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s), ADRCs(State Protection and Advocacy 
Programs,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Consumer Assistance 
Programs, Legal Services Programs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al MediConnect 민원 처리 센터 프로그램 전화 (855) 501-3077 

[2014년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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