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와 메디-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의 의료 보험 혜택들이 바뀌게 됩니다.

2. 메디케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메디-칼 헬스 플랜에 가입합니다.

칼-메디코넥트 (Cal MediConnect) 
 

여러분의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처방약 보험 파트 D,  
그리고 메디-칼 혜택들을 하나의 보험 안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
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내에서는 5개의 칼-메디코넥트 보험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헬스 플랜 
 

모든 메디-칼 혜택을 제공하는 헬스 플랜입니다. 
메디케어를 받는 의료 제공자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들은 가입한 메디-칼 헬스 플랜을 통해 제공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칼 성인 수혜자들을  
위한 건강 보험 변경 사항들

 칼-메디코넥트에 가입

메디-칼 헬스 플랜 가입

칼-메디코넥트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헬스 플랜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다른 메디-칼 헬스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칼-메디코넥트 (Cal MediConnect)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들에 대해 의문점들이 있으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 (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로 문의하세요. 800-824-0780

The 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CHCR) is a Californi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free information and help with Medicare. Funding for this factsheet was provided  
by Funding Opportunity Number CMS-1N1-14-001 from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Innovation. The factsheet was 
prepared by the 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does not 
represent the official views of HHS or any of its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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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메디코넥트  
보험에 가입하려면:

메디-칼 가입 중개소인 Health 
Care Options 에 844-580-7272 
로 전화해 문의하세요.

칼-메디코넥트 보험 가입하기

            칼-메디코넥트 보험에서 보장하는 혜택   메디케어와 메디-칼 플랜 아래 보장되는 혜택

칼-메디코넥트 보험이  
메디케어와 메디-칼 혜택  
모두를 제공합니다 

칼-메디코넥트 보험 내의 의사들, 
병원들, 약국들을 이용해야 합니
다. 
 

추가 혜택 : 검안(안경), 교통편  
(병원과 약국에 갈 때 편도 이동 
30번)

선택 사항들에 대해 의문점들이 있으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 (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로 문의하세요. 800-824-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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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메디코넥트 보험에서 보장하는 혜택   메디케어와 메디-칼 플랜 아래 보장되는 혜택

메디-칼 헬스 플랜에  
가입하려면 :

메디-칼 가입 중개소인 Health 
Care Options 에 844-580-7272 
로 전화해 문의하세요.

메디케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메디-칼 헬스 플랜에만 가입하기

메디케어 A, B, D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메디케어에서 지불받는 의료 제공자
들을 계속 이용합니다.  

메디-칼 혜택들은 메디-칼 헬스 플랜
을 통해 제공 받습니다.   

메디케어 의료 제공자들은 메디케어 
환자 부담금과 공제액을 메디-칼 헬
스 플랜으로 청구합니다.

선택 사항들에 대해 의문점들이 있으세요?  
의료권 안내 센터 (Center for Health Care Rights) 로 문의하세요. 800-824-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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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메디코넥트 보험이 메디케어와 메디-칼 소지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메디-칼 헬스 플랜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의사나 병원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여러분에게 청
구하려고 하나요?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들에 대해 궁
금한 점이 있으세요?

본인이 복용하는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는 
메디케어 파트 D 의약품 보험에 가입해 계시나요?

메디-칼이 여러분의 메디케어 보험료 납부를 중지했나
요?

의료권 안내 센터에 800-824-0780 으로 문의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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