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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체 범위 Medi-Cal에 
등록합니까? 
제한 범위 Medi-Cal(“응급 Medi-Cal”)에 
등록하신 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체 범위 Medi-Cal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분은 관할 카운티 복지 사무소 및 
Covered CA를 통해 Medi-Cal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enefitsCal.com을 통해 해당 카운티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http://dhcs.ca.gov/COL에서 해당 
카운티 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건강 보험 보장 신청은 
CoveredCA.com에서 하시거나 
(800) 300- 1506번으로 전화하세요. 
 

 커뮤니티 클리닉 
(www.localclinic.net)에서 또는 
커뮤니티 건강 내비게이터를 통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Medi-Cal에 등록하세요! 신청하고 제한 
범위 Medi-Cal에 등록되면 5월 1일부터 전체 
범위 Medi-Cal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통역사를 포함해 무료 언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어 지원에 관한 문의는 관할 카운티 또는 
Covered CA에 연락하세요. 

전체 범위 Medi-Cal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Medi-Cal은 예방 의료 서비스와 연례 건강 검진을 보장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치료,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처방약 및 
의료용품, 교통, 가정 내 개인 지원, 치과 및 안과, 발관리, 보청기, 
장기 요양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에 5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5월의 어느 시점에 50세가 되더라도 2022년 5월 

1일부터 전체 범위 보장이 시작됩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50세가 되는 경우, 50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전체 범위 보장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8월의 어느 시점에 50세가 되는 

경우, 전체 범위 Medi-Cal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Medi-Cal이 내 신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료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Health Consumer Alliance에 
문의하세요.  
 

Health Consumer Alliance 주 전체 수신자 부담 전화 1.888.804.3536 
Healthconsumer.org 

Medi-Cal이 내 이민 신분에 나쁜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Medi-Cal(장기 요양 제외) 사용은 이민 신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는 많은 이민자에 대한 
공공보조(Public charge) 결정에 Medi-Cal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Medi-Cal 혜택과 이민 신분에 대해 궁금한 점은 Health 
Consumer Alliance에 문의하세요. 

 

Medi-Cal이 내 집을 압류합니까? 
아니요. Medi-Cal은 집을 압류하지 않습니다. Medi-Cal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수혜자가 사망한 후에야 
Medi-Cal은 요양비를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Health 
Consumer Alliance에 문의하세요. 

2022년 5월 1일부터, 자격이 되는 50세 이상의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전체 범위 Medi-Cal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는 

전체 범위 Medi-Cal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benefitscal.com/
http://dhcs.ca.gov/COL
http://www.coveredca.com/
http://www.localclinic.net/
http://1.888.804.3536/
http://www.healthconsum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