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메디케어 (Parts A, B, and D)와 
       메디칼 서비스를 한 개의 플랜으로 제공
 
   ✓  장기 치료 서비스 와 지원 (LTSS)도 플랜이  
       조율함

 장기 치료 서비스와 지원에 포함되는 서비스:

   • 커뮤니티 중심의 어덜트 서비스 (CBAS)
   • 자택 지원 서비스 (IHSS)
   • 다목적 시니어 서비스 프로그램 (MSSP)
   • 양로 병원 케어

►  병원에 가실 때마다 한개의 카드 사용.  
      단 한개의 전화번호로 문의.

►  (IHSS를 포함한) 장기 치료 서비스와 지원은     
      변함이 없음.

►  메디케어와 메디칼혜택 외에 더 많은    
     추가 혜택 (추가된 안과 혜택 - 어떤 플랜들은     
     추가된 치과 혜택도 지원함)
 
►  전문 건강 담당자로부터 여러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오른편을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따로 따로 받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의 

모든 혜택을 칼 메디커넥트라는 한 개의 의료 플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의사와  

전문의들도 칼 메디커넥트와 함께 일 하고 있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칼 메디커넥트 플랜의 혜택:

칼 메디커넥트에 가입하면 얻으실 수 있는 혜택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있으십니까?

전문 의료 담당자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로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건강 서비스를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면서 또 다른 적합한 서비스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케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

• 주치의로부터 다른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연결 도움

• 현재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칼 메디커넥트에 들어가  
    있지않을 시에도, 지속적인 케어를  
    제한된 시간 동안 받으실 수 있게도움

• 의료관련 약속장소에 필요하신  
    교통수단 주선하기

•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장기 치료 
   서비스와 지원 (LTSS)과 연결

• 좀 더 편리한 일상생활에 필요하신    
   서비스와 의료 물품 (미끄럼 방지 
   손잡이와 휠체어 등등)을 얻을 수 
   있고 자택에서 사실수있도록 도움

전문 의료 담당자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칼 메디커넥트 보험

   추가자료

CalDuals.org
info@calduals.org 
www.calduals.org 

올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Health Insurance Counseling 
무료로 편견없는 상담 제공:          and Advocacy Program
                                                   (의료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1-714-560-0424

선택한 프로그램에                        CalOptima                                     1-855-705-8823
가입 안내 도움:                             

원 케어 커넥트 보험 관련              Cal MediConnect Ombudsman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안내:         (칼 메디커넥트 옴부즈맨 프로그램)     1-855-501-3077

CalOptima OneCare Connect
1-855-705-8823
TTY: 1-800-735-2929
https://www.caloptima.org/
en/ForMembers/OneCare.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