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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Anthem 업무 시간은 월~금, 태평양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2 

다른 언어와 형식 

다른 언어 

이 가입자 핸드북 및 기타 보험 자료를 다른  
언어로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한 이 가입자 핸드북을 
당사의 웹사이트인 anthem.com/ca/medi-cal에 

방문하여 다른 언어나 형식으로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및 번역 서비스와 같은 의료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가입자  
핸드북 관련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형식 

이 정보를 다음과 같은 기타 형식으로 무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점자, 20포인트 대형 활자체, 오디오 및 
대체 전자 형식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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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3 

통역 서비스 

Anthem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전문 
통역사의 서면 및 구두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가 통역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한 미성년자의 
통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통역, 언어 및 문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 7일,  
하루 24시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어 
도움이나 이 핸드북을 다른 언어로 제공받길 원할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의료 서비스, 당사와의 소통 또는 당사에서 보내는 
자료 읽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점자, 대형 
활자체, 오디오 등을 비롯하여 다른 언어나 형식으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800-407-4627  
(TTY 71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Los Angeles 
가입자는 888-285-7801 (TTY 711)번으로 무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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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bic)العربية 
 هل تحتاج إلى مساعدة بخصوص رعايتك الصحية أو التحدث معنا أو قراءة ما نرسله إليك؟ نحن نقدم المواد الخاصة بنا بلغات

   االتصال   يُرجى . عليك وتنسيقات أخرى، بما في ذلك بطريقة بريل والطباعة بحروف كبيرة والملفات الصوتية، بدون أي تكلفة  
  بالنسبة (  711  النصي   الهاتف )   7801-285-888  رقم   على   أو(  711  النصي   الهاتف )  4627-407-800  المجاني   الرقم   على   بنا 

   . أنجلوس   لوس   في   المقيمين   لألعضاء 

 

Հայերեն (Armenian) 

Դուք օգնության կարիք ունե՞ք Ձեր առողջապահական խնամքի, մեզ հետ խոսելու  

կամ մեր կողմից Ձեզ ուղարկվածը կարդալու հարցում: Մենք մեր նյութերը Ձեզ  

անվճար տրամադրում ենք այլ լեզուներով և ձևաչափերով, այլ թվում Բրայլով, մեծ 

տպագրությամբ և աուդիո տարբերակով: Los Angeles-ում գտնվող անդամների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800-407-4627 (հեռատիպ՝ 711) կամ 888-285-7801 (հեռատիպ՝ 711)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中文(Chinese) 

您在醫療保健、向我們諮詢、或是閱讀我們寄給您的資料時有需要任何的幫助嗎？我們以

其他語言和格式提供我們的資料，包括點字、大型字體印刷和音訊格式，您無需支付任何

費用。歡迎撥打我們的免費電話 800-407-4627 (TTY 711)，Los Angeles 的會員或可致電  

888-285-7801 (TTY 711)。 

 

ਪੰਜਾਬੀ (Punjabi) 

ਕੀ ਤੁਹਾਨ ੰ  ਆਪਣੀ ਸਿਹਤ ਿੰਭਾਲ ਦੇ ਲਈ, ਿਾਡੇ ਨਾਲ ਗੱਲ ਕਰਨ ਲਈ ਜਾਾਂ ਜੋ ਅਿੀ ਾਂ ਤੁਹਾਨ ੰ  ਭੇਜਦੇ ਹਾਾਂ, ਉਿਨ ੰ  
ਪੜ੍ਹਨ ਲਈ ਮਦਦ ਦੀ ਜਰ ਰਤ ਹੈ? ਅਿੀ ਾਂ ਆਪਣੀ ਿਮੱਗਰੀ ਨ ੰ  ਹੋਰ ਭਾਸਾਵਾਾਂ ਅਤੇ ਫਾਰਮੈਟਾਾਂ ਸਵੱਚ ਤੁਹਾਨ ੰ  ਸਬਨਾਾਂ 
ਸਕਿੇ ਕੀਮਤ ਦੇ ਮੁਹੱਈਆ ਕਰਵਾਉਾਂਦੇ ਹਾਾਂ, ਸਜਿ ਸਵੱਚ ਬਰੇਲ, ਵੱਡੇ ਸਪਰੰਟ ਅਤੇ ਆਡੀਓ ਸਾਮਲ ਹਨ। ਲਾਿ ਐਾਂਜਲਿ 
ਸਵੱਚ ਰਸਹੰਦੇ ਮੈਂਬਰ, ਿਾਨ ੰ  ਟੋਲ ਫ਼ਰੀ ਨੰਬਰ 800-407-4627 (TTY 711) ਜਾਾਂ 888-285-7801 (TTY 711)  ਤੇ 

ਕਾਲ ਕਰ ਿਕਦੇ ਹਨ। 

 

हिन्दी (Hindi) 

क्या आपको अपनी स्वास्थ्य देखभाल के हलए, िमसे बात करने के हलए या जो िम आपको भेजते 
िैं उसे पढ़ने के हलए, मदद की ज़रूरत िै? िम अपनी सामग्री को अन्य भाषाओ ंऔर प्रारूपो ंमें 
आपको हबना हकसी लागत के उपलब्ध कराते िैं, हजसमें बे्रल, बडे हपं्रट, और ऑहियो शाहमल िैं। 
िमें टॉल फ़्री नंबर 800-407-4627 (TTY 711) पर कॉल करें , या लॉस एंजेहलस में सदस्ो ंके हलए 
888-285-7801 (TTY 711) पर कॉल क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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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ob (Hmong) 

Koj puas xav tau kev pab hais txog kev saib xyuas mob nkeeg rau koj, tham nrog peb los sis pab 

nyeem daim ntawv peb xa tuaj rau koj? Peb pab txhais cov ntaub ntawv pub dawb rau koj xws  

li muab txais ua lwm hom ntawv thiab muab sau ua lwm yam xws li cov ntawv sau rau cov neeg 

dig muag xuas, muab luam tawm kom loj thiab kaw ua suab lus. Hu peb ntawm tus xov tooj hu 

dawb ntawm 800-407-4627 (TTY 711), los sis 888-285-7801 (TTY 711) rau cov tswv cuab nyob 

hauv Los Angeles.  

 

日本語 (Japanese) 

ヘルスケアに関してご質問やご相談はありませんか？当社からお送りした資料のことで

お困りですか？資料は英語以外の言語のほか点字や読みやすい大きな活字、音声版もご

用意しています。いずれも無料です。フリーダイヤル 800-407-4627 (TTY 711)、ロサン

ゼルスにお住まいの方は 888-285-7801 (TTY 711) までお電話ください。 

 

한국어(Korean) 

의료 서비스, 당사와의 소통 또는 당사에서 보내는 자료 읽기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 등을 비롯하여 다른 언어나 형식으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800-407-4627 (TTY 711) 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로스앤젤레스 

회원은 888-285-7801 (TTY 711) 번으로 무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ລາວ (Laotian) 

ທ່ານຕ້ອງການຄວາມຊ່ວຍເຫ ຼື ອກ່ຽວກັບການເບ ່ ງແຍງດູແລສຸຂະພາບຂອງທ່ານ, ລົມກັບພວກເຮົ າ, 

ຫ ຼື  ອ່ານສ ່ ງທ ່ ພວກເຮົ າສ່ົງໃຫ້ທ່ານບໍ ? ພວກເຮົ າສະໜອງເອກະສານຂອງພວກເຮົ າໃຫ້ເປັນພາສາອຼື່ ນ 

ແລະ ຢູ່ໃນຟໍແມັດຕ່າງໆ, ລວມທັງອັກສອນນູນ, ການພ ມຂະ ໜາດ ໃຫຍ່, 

ແລະສຽງໂດຍບໍ່ ເສຍຄ່າໃດໆ. ໂທຫາພວກເຮົ າໄດ້ຟຣ ທ ່ ເບ  800-407-4627 (TTY 711), ຫ ຼື  888-285-

7801 (TTY 711) ສໍ າ ລັບສະມາຊ ກໃນ Los Angeles. 
 
Mienh waac (Mien) 

Meih qiemx longc mienh tengx goux mangc taux meih nyei buonh sin heng-wangc nor, 

ca’laangh caux yie mbuo, a’fai tengx doqc mangc dungh yie mbuo fungx bun meih wuov deix 

sou fai? Yie mbuo dor sou-muotc jaa-dorngx benx da’nyeic fingz waac daaih bun aengx caux 

sou-guv daan, lemh jienv nzangc-pokc, aamz benx domh sou-fangx aengx caux waac-qiez bun 

wang-henh muangx maiv zuqc feix luic meih cuotv nyaanh. Longc wang-henh douc waac fonh 

yiem naaiv 800-407-4627 (TTY 711), a’fai 888-285-7801 (TTY 711) liouh zuangx mienh muoz 

haaix dauh yiem njiec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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ភាសាខ្មែរ [Khmer (Cambodian)] 

ត ើតោកអ្នកត្ ូវការជំនួយជាមួយនឹងការខ្ែទសំុមភាពរបស់តោកអ្នក ការពិតត្រោះជាមួយតយើងម្ញ ំ 
ឬការអាន 
នូវអ្វ ីខ្ែលតយើងម្ញ ំត្ញើជូនតោកអ្នកឬ? តយើង ដ្ល់ជូនឯកសាររបស់តយើងជាភាសា និងទត្មង់
ត្េងតទៀ  ខ្ែល 
រមួមានអ្កេរសត្មាប់ជនពិការខ្ននក អ្កេរត ោះពុមពធំៗ និងជាសំតេង តោយ
មិនគិ ថ្ែៃពីតោកអ្នកតេើយ។ សូមតៅទូរស័ពទតោយឥ គិ ថ្ែៃតាមរយៈតលម 800-407-4627 (TTY 

711) ឬ 888-285-7801 (TTY 711) សម្រាប់សមាជិកតៅកន ញងទីត្កងុ Los Angeles។  
 

 (Farsi)  فارسی
 يا خواندن مطالب ارسالی به شما، به کمک نياز داريد؟ آيا در رابطه با مراقبت بهداشتی درمانی خود، گفتگو با ما 

 ها شامل خط بريل، چاپ درشت و صوتی، به صورت رايگان به شما ارائه ها و قالبما مطالب خود را به ساير زبان 
 يا  (TTY 711) 4627-407-800دهيماعضای ساکن لس آنجلس می توانند از طريق شماره رايگان می. 

888-285-7801 (TTY 711) .با ما تماس بگيرند  
 
Русский (Russian) 

Вам нужна помощь с медицинским обслуживанием, консультацией или 

материалами, которые мы вам прислали? Мы можем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ам 

материалы на других языках и в других форматах, включая шрифт Брайля, крупный 

шрифт или аудиоформат. Звоните нам по бесплатному номеру 800-407-4627 (TTY 

711) или 888-285-7801 (TTY 711)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Лос-Анджелесе.  

 
Español (Spanish) 

¿Necesita ayuda con su cuidado de la salud, para hablar con nosotros o leer lo que le enviamos? 

Proporcionamos nuestros materiales en otros idiomas y formatos, incluyendo braille, letras 

grandes y audio sin costo para usted. Llámenos a la línea gratuita al 800-407-4627 (TTY 711),  

o 888-285-7801 (TTY 711) para miembros en Los Angeles. 

 
Tagalog (Tagalog) 

Kailangan ba ninyo ng tulong sa inyong pangangalagang pangkalusugan, sa pamamagitan ng 

pakikipag-usap sa amin o pagbasa sa kung ano ang ipinapadala namin sa inyo? Nagbibigay kami 

ng aming mga materyal sa ibang mga wika at anyo, kasama ang braille, malaking titik at audio 

na wala kayong gagastusin. Tumawag sa amin nang walang toll sa 800-407-4627 (TTY 711),  

o 888-285-7801 (TTY 711) para sa mga miyembro sa Los Angeles. 

 

ไทย (Thai) 

คณุ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กีย่วกบั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ของคณุ การปรกึษาเรา หรอืการอา่นขอ้มลูทีเ่รา 
สง่ใหค้ณุหรอืไม ่เราใหบ้รกิารขอ้มลูในภาษาและรูปแบบอืน่ๆ ซึง่รวมถงึอักษรเบรลล ์การขยายขนาด 
อักษร และขอ้ความเสยีงโดยไมค่ดิคา่ใชจ้า่ย โทรหาเราไดฟ้รทีีห่มายเลข 800-407-4627 (TTY 711) 
หรอื 888-285-7801 (TTY 711) ส าหรับสมาชกิในลอสแอนเจล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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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країнська (Ukrainian) 

Вам потрібна допомога з медичним обслуговуванням, у розмові з нами або читанні 

матеріалів, які ми вам надсилаємо? Ми безкоштовно надаємо наші матеріали іншими 

мовами та в інших форматах, включаючи шрифт Брайля, великий шрифт і аудіо-формат. 

Телефонуйте нам безкоштовно за номером 800-407-4627 (TTY 711) або 888-285-7801 

(TTY 711) для учасників, які мешкають у Los Angeles. 
 
Tiếng Việt (Vietnamese) 

Quý vị có cần chúng tôi giúp với việc chăm sóc sức khỏe của quý vị, trao đổi với chúng 
tôi, hoặc đọc những tài liệu chúng tôi gửi cho quý vị hay không? Chúng tôi cung cấp 
các tài liệu bằng các ngôn ngữ và định dạng khác, bao gồm chữ nổi, chữ in lớn và  
âm thanh, miễn phí cho quý vị. Hãy gọi cho chúng tôi theo số điện thoại miễn cước  
800-407-4627 (TTY 711), hoặc 888-285-7801 (TTY 711) dành cho các hội viên  
tại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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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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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e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hem Blue Cross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hem Blue Cross는 Medi-Cal  

대상자를 위한 건강 플랜이며, 당사를 “Anthem”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Anthem은  

L.A.를 통해 제공됩니다. Care. L.A. 케어는 California 주 정부와 협력하여 귀하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L.A. 케어는 지방 공공 단체입니다.  

사실, L.A. 케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 운영 건강 플랜입니다. L.A. 케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서비스지역’이라고 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 케어는 4개의 건강 플랜과 협력하여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di-Cal 가입자가 L.A. Care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아래 기재된 건강 플랜 파트너를 통해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nthem Blue Cross 

▪ 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헬스 플랜 

▪ Kaiser Permanente 

▪ L.A. Care Health Plan 

가입자 핸드북 

이 가입자 핸드북은 귀하의 Anthem 보험 보장 범위를 설명하는 핸드북입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Anthem 가입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별한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해당되는 모든 섹션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입자 핸드북은 종합 보장 보험 증명서(EOC) 또는 정보 공개 양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Anthem의 규칙 및 정책을 요약한 것으로 L.A. Care와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더 자세한 내용은 888-285-7801 (TTY 711)번의 

Anthem으로 문의하십시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셔서 L.A. Care와 DHCS의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핸드북 사본을 무료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Anthem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로 방문하셔서 가입자 핸드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nthem 비독점 임상 및 행정 정책 및 절차 사본 또는 Anthem  

웹 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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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Anthem은 언제든지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888-285-7801(TTY 711)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Anthem 업무 시간은  

월~금, 태평양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hem 

 

Anthem Blue Cross 

P.O. Box 9054 

Oxnard, CA 9303-9054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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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로 시작하기 

도움을 받는 방법 

Anthem은 귀하가 의료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Anthem은 귀하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듣길 원합니다! 

가입자 서비스 

Anthem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hem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건강 플랜 및 보장 서비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1차 진료 제공자(PCP) 선택 또는 변경을 위한 도움 제공. 

▪ 어디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 

▪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 

▪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정보를 받도록 도움. 

▪ 때맞춰 예약할 수 있도록 도움. 

▪ 새 ID 카드 교체 제공. 

▪ 제공자로부터의 청구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교통편 예약 지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Anthem  

업무 시간은 월~금, 태평양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Anthem은 귀하가 전화를 할 때 10분 미만으로 기다리도록 합니다.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로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 요건 
귀하는 Medi-Cal 자격이 있고 Los Angeles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Anthem에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Medi-Cal 보장에 대해 또는 Medi-Cal을  

갱신 시기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866-613-3777번으로 LA 카운티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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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부(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SI/SSP를 받고 있으므로 사회 보장 통한 Medi-Cal 가입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 또는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0-772-1213번으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에 대한 질문은 800-430-4263(TTY 800-430-7077 또는 711)번으로  

Health Care Options에 전화 또는 healthcareoptions.dhcs.ca.gov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과도기 Medi-Cal 

과도기 Medi-Cal은 ‘근로자 Medi-Cal’로도 불립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Medi-Cal 받기를 중단하는 경우 과도기 Medi-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경우. 

▪ 귀하의 가족이 자녀 또는 배우자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하는 경우. 

귀하는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에  

방문 또는 800-430-4263(TTY 800-430-7077 또는 711)번으로 Health Care Options에  

연락하여 지역 카운티 보건후생 사무국에서 과도기 Medi-Cal 자격에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ID 카드  
Anthem의 가입자로서, 귀하는 Anthem ID 카드를 받게됩니다. 귀하가 어떤 의료  

서비스나 처방을 받을 때 Anthem ID 카드와 California 주 정부가 보낸 Medi-Cal  

혜택 신원 카드(BIC)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건강 플랜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귀하의 카드는 다음의 BIC 및 Anthem ID 카드 샘플과 같습니다. 

샘플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http://healthcareoptions.dhcs.ca.gov


1 | 가입자로 시작하기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15 

 

 

담당 PCP 정보는 Anthem ID 카드 앞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날짜로부터  

몇 주 이내에 Anthem ID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카드가 손상, 손실 또는  

분실된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로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Anthem에서 무료로  

새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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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건강 플랜에 
관한 정보 

건강 플랜 개요 
Anthem은 Los Angeles 카운티에서 Medi-Cal에 가입된 사람들을 위한 건강  

플랜입니다. Anthem은 California 주 정부와 협력하여 귀하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Anthem 고객 서비스 센터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건강 플랜과 귀하에게 적합한  

보험으로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보험 보장 시작일과 종료일 

귀하가 Anthem에 가입하면, 당사는 가입일로부터 2주 이내 ID 카드를 보냅니다. 의료  

서비스나 처방을 받을 때 Anthem ID 카드와 Medi-Cal 혜택 식별 카드(BIC)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Medi-Cal 보장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서 전자 소스를 사용하여 

Medi-Cal 보장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에서 Medi-Cal 갱신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지역 카운티 복지부서(human services agency)로 보내 주십시오. 

귀하의 카운티에서 다음 수단이 사용 가능한 경우, 온라인, 대면,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장의 발효일은 건강 플랜 가입이 완료된 다음 달 1일입니다. 귀하의 보장 발효일은 

건강 관리 옵션의 Medi-Cal 승인 서신에서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Anthem 보험 보장을 종료하도록 요청하고 언제든지 다른 건강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 선택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려면 Health Care Options  

800-430-4263 (TTY 800-430-7077 또는 71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www.healthcareoptions.dhcs.ca.gov로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Medi-Cal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hem은 Los Angeles 카운티의 Medi-Cal 가입자를 위한 건강 플랜입니다. 지역  

사무소 찾기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http://www.healthcareoptions.dhcs.ca.gov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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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Anthem 자격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외로 이동하는 경우. 

• 귀하가 구치 또는 수감된 경우. 

• Medi-Cal을 더 이상 소지하지 않는 경우. 

• FFS Medi-Cal에 가입해야 하는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되는 경우. 

Anthem Medi-Cal 보장을 상실할 경우에도 의료행위별 수가제(FFS) Medi-Cal  

보장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Anthem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관리형 진료 보험에서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아메리칸 원주민은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을 언제든 탈퇴하고 의료수가제  

FFS-Cal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메리칸 원주민인 경우 인디언 보건 간병인(IHCP)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Anthem  

가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질문은  

888-285-7801(TTY 711)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 운영 방식 

Anthem은 DHCS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강 플랜입니다. Anthem은 의사. 병원  

및 Anthem 서비스 지역의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귀하를 비롯한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hem의 가입자인 동안에는 의료수가제  

FFS Medi-Cal을 통해 일부 추가로 제공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래 처방, 비처방약 및 일부 의료용품이 포함됩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Anthem의 운영 방식, 필요한 치료를 받는 방법,  

제공자 예약 일정 표준 엑세스 시간 내 설정 방법, 무료 통역 서비스 요청 방법 및  

교통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갖췄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anthem.com/ca/medi-cal에서 온라인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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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플랜 변경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Anthem에서 탈퇴하고 언제든지 다른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00-430-4263 (TTY 800-430-7077 또는 711)번으로 건강 관리  

옵션에 전화하여 새로운 플랜을 선택하십시오. 태평양 표준시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또는 www.healthcareoptions.dhcs.ca.gov로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Anthem 탈퇴 요청을 처리하고 요청에 문제가 없는 경우 카운티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최대 30일이 걸립니다. 요청 상태를 확인하려면 800-430-4263  

(TTY 800-430-7077 또는 711) 번으로 건강 관리 옵션에 전화하십시오. 

Anthem을 더 빨리 탈퇴하고 싶다면 Health Care Options에 신속(빠른)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 사유가 신속 탈퇴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탈퇴 처리 완료를  

알리는 서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속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입자에는 가정 위탁 또는 입양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특별한 의료 관리가 필요한 가입자, 이미 Medicare 또는  

다른 Medi-Cal 또는 민영 관리형 의료 플랜에 등록된 가입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카운티 건강 및 보건후생 사무국에 직접 Anthem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 찾기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또는 

800-430-4263(TTY 800-430-7077 또는 711)번으로 Health Care Options에 전화하십시오.  

새로운 카운티로 이사하거나 캘리포니아 외부로 이사하는 
대학생 
대학에 다니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새 카운티로 이사하는 경우, Anthem은 새  

카운티에서의 응급 및 긴급 진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응급 및 긴급 진료는 거주  

중인 카운티에 관계없이 주 전역의 모든 Medi-Cal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 정기  

및 예방 진료는 거주 중인 카운티에서만 보장됩니다. 

Medi-Cal에 가입한 상태이고 캘리포니아 내 다른 카운티의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경우, 해당 카운티 내 Medi-Cal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다른 카운티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임시로 이주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대학에 가기 위해 임시로 이주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새 카운티의 

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866-613-3777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http://www.healthcareoptions.dhcs.ca.gov/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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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s.lacounty.gov를 방문하여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에 알리십시오.해당 카운티는 주 데이터베이스에 새  

주소 및 카운티 코드를 새로 작성하여 사례 기록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새 카운티에서 일반 또는 예방 치료를 받으려면 이 선택을 이용하십시오. 

귀하가 대학을 진학할 예정인 카운티에서Anthem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건강 플랜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및 새로운  

건강 플랜 가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Health Care Options에  

800-430-4263(TTY 800-430-7077 또는 71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 다른 카운티의 대학을 가기 위해 임시로 이주할 때 귀하의 건강 플랜을 

변경하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새 카운티에서 일부 상태에 대한 응급실  

및 긴급 치료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 ‘케어를  

받는 방법’을 보십시오. 일상적이거나 예방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위치한 Anthem의 정규 제공자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일시적으로 California를 떠나고 Medi-Cal보장을 

유지하려면 866-613-3777로 전화하거나 dpss.lacounty.gov를 방문하여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의 자격 심사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께서 자격이 있는한, Medi-Cal은 다른 주에서의 응급 및 긴급 진료를 보장합니다. 

당사는 서비스가 승인되고 의사와 병원이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입원으로이어지는 응급 진료도 보장합니다. 처방약을 포함하는 정기 및 예방 진료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서 Medicaid를 원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Medi-Ca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Anthem은 귀하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지속 
Anthem 가입자로서 귀하는 Anthem 네트워크의 제공자로부터 건강 관리를  

받게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Anthem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의료 제공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치료의 지속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외부의 제공자를  

만나야 하는 경우 Anthem에 전화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치료의 지속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이상 동안 치료의 지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nthem 가입 전에 비의료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 비의료 제공자가 Anthem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Anthem의 요구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http://dpss.lacounty.gov
http://dpss.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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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 방문을 위해 Anthem에 가입하기 전 12개월 동안 비의료 제공자로부터 

최소 한 번 진료를 받은 경우 

▪ 지역 센터에서 Anthem으로 치료 전환을 하기 전 6개월 동안 비의료  

제공자로부터 최소 한 번 진료를 받은 경우 

▪ Anthem은 비플랜 제공자에 대한 문서화된 치료의 품질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가 12개월이 종료될 때까지 Anthem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거나, Anthem 지불 요율에 동의하지 않거나 케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nthem 네트워크의 의료 제공자로 전환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여 옵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Anthem을 탈퇴하는 의료 제공자 또는 비의료 제공자 

귀하가 Anthem 의료 제공자가 아닌 특정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귀하의 의료 제공자가 Anthem과의 협력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치료의 지속입니다. 

Anthem이 치료의 지속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급성 질환 (빠른 주의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서비스가 

제공됨. 

▪ 만성 신체 및 행동 질환(오랜 기간 동안 앓던 의학적 문제) — 치료 과정을  

마치고 Anthem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의사에게 안전하게 이송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 

▪ 임신 — 임신 중 및 산후 관리 기간 직후. 

▪ 산모 정신 건강 서비스. 

▪ 보장 시작일 또는 의료 제공자와 Anthem과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생후 36개월까지의 신생아 케어. 

▪ 플랜으로 보장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문서화된 치료 과정의 일부로서 

Anthem이 승인하고, 의료 제공자가 권장 및 문서화하는 한, 비플랜 제공자가  

수술 또는 기타 모든 의료 시술 수행: 수술 또는 의료 제공자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 또는 신규 가입자의 보장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하는 기타  

의료 절차.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기타 질환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 (TTY 7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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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제공자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의사가 없고, 케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불 

또는 기타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케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약된 의료 제공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이상 Anthem에 속하지 않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보장 적용 

서비스를 받는 데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Anthem은 Medi-Cal, 내구성 있는 의료 장비, 운송, 기타 보조 서비스, 분리 적용된  

서비스 제공자가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치료의 지속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치료의 지속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들으시려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가입자 비용 

Anthem은 Medi-Cal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hem  

가입자는 보장 적용 서비스, 보험료 또는 공제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급  

진료, 긴급 진료, 또는 민감한 치료를 제외하고, Anthem 네트워크 외부의 의료  

제공자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Anthe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응급 진료, 긴급 진료 또는 민감한 치료가 아닌 케어를 받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의 의료 제공자에게 가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의료 제공자의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려면 “혜택 및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는 가입자 

장기 간호 서비스에 대해 매월 비용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의료  

청구서가 비용 분담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의료 청구서를 매월 지불하게  

되고, 이 청구서에는 관리형 장기 지원 서비스(MLTSS) 청구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후 해당 달에 Anthem에서 가입자의 장기 간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해당 달에 부담해야 할 장기 간호 비용 분담금을 전부 지불하기 전까지 

Anthem은 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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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지불을 받는 방법 

Anthem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 인두제 지불 

 Anthem은 의료 제공자에게 각 Anthem 가입자에 대해 매달 설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인두제 지불이라고 합니다. Anthem과  

의료 제공자는 지불 금액을 함께 결정합니다. 

▪ FFS 지불 

 일부 제공자는 Anthem 가입자에게 케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Anthem에 보냅니다. 이를  

의료행위별 수가제(FFS) 지불이라고 합니다. Anthem과  

의료 제공자는 각 서비스 비용을 함께 결정합니다. 

Anthem이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88-285-7801  

(TTY 711)로 연락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제공자 인센티브 

Anthem에는 Anthem 의료 제공자에 대한 귀하의 케어와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의료 제공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치료의 품질  

• 제공된 서비스  

• 가입자 만족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Anthem에 청구서 지불에 대한 문의 

보장 적용 서비스는 Anthem이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서, 코페이,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등록비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청구서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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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em에 비용 상황에 대한 문의 

귀하가 이미 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Anthem이 이를 환급(상환)하길  

원할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서비스는 Anthem이 비용을 부담하는 보장 적용  

서비스입니다. Anthem은 Medi-Cal 또는 Anthem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환급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자격이 있는 Anthem 가입자가 된 후에 보장 적용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귀하는 보장 적용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합니다. 

▪ 귀하는 의료 제공자의 상세한 영수증과 같이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 귀하는 Anthem 네트워크의 Medi-Cal 가입 의료 제공자로부터 보장 적용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응급 서비스, 가족 계획 서비스 또는 Medi-Cal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기타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장 적용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귀하는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의학적 필요를 나타내는 의료 제공자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Anthem 조치 통지라고 부르는 서신을 통해 귀하에게 당사의 환급 결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Medi-Cal에 가입된 의료 제공자는 귀하가  

지불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상환을 거절할 경우, Anthem은  

귀하가 지불한 전체 금액을 상환해 드립니다. 의료 제공자가 Medi-Cal에 가입했으나  

Anthem 네트워크에 있지 않고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Anthem은 FFS Medi-Cal이  

지불할 금액까지만 상환합니다. Anthem은 응급 서비스, 가족 계획 서비스 또는  

Medi-Cal이 사전 승인 없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귀하에게 상환합니다. 상기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nthem은 상환하지 않습니다. 

Anthem은 다음의 경우에 상환하지 않습니다. 

▪ 미용 서비스와 같이 Medi-Cal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은 경우. 

▪ 충족되지 않은 Medi-Cal 비용 분담금이 있는 경우. 

▪ Medi-Cal을 취급하지 않는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희망하고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양식에 서명한 경우. 

▪ Medicare 파트 D 플랜이 보장하는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 상환을 요청한 경우.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면 즉시 888-285-7801(TTY 711)번으로  

Anthem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Anthem이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시는 경우 클레임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Anthem에 전화하여 가입자가 청구한 환급 가능 여부 결정  

클레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Anthem 업무 시간은 월~금, 태평양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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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어를 받는 법 

의료 서비스 받기 

다음 정보를 읽고 누구에게서 또는 어떤 의료 제공자 그룹에게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귀하는 가입 발효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hem ID 카드, Medi-Cal 

혜택 신원 카드(BIC) 및 기타 건강 플랜 카드를 항상 휴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귀하의 

BIC 또는 Anthem ID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신규 가입자는 Anthem 네트워크의 1차 진료 제공자(PCP)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Anthem 네트워크는 의사, 병원 및 Anthem과 협력하는 기타 의료 제공자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Anthem에 가입한 시점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PCP를 선택하지 않으면 Anthem에서 귀하를 대신해 PCP를 선택해 드립니다.  

PCP를 이용할 수 있는 한, Anthem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과 같은 PCP  

또는 다른 PC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료를 받고 싶은 의사가 있거나 새로운 PCP를 찾고 싶은 경우 의료 제공자 명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them 네트워크에 모든 PCP 목록이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명부는 귀하가 PCP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명부가 

필요하시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Anthem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에서도 의료 제공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Anthem 네트워크 소속 참여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PCP는 반드시 Anthem에 귀하를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보내기 위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진료 추천이라고 합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민감한 치료’라는 제목 하에 설명된 민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가는 데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CP, 의료 제공자 명부,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 보십시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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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치료 제공자(PCP) 
Anthem에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일반의, 산부인과, 가정의, 내과 의사 또는 소아과 의사를 1차 진료 제공자(PCP)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NP),의사 보조사(PA) 또는 공인 조산 간호사 또한  

PCP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P, PA 또는 공인 조산 간호사를 선택하는 경우  

귀하의 케어를 감독할 의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와 Medi-Cal에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기타 의료 보험이 있다면, PCP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디언 보건 간병인(IHCP),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또는 지방 건강 클리닉(RHC)을 

PCP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유형에 따라, PCP를 이용할 수 있는 한  

Anthem의 가입자인 전체 가족에 대해 하나의 PC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아메리칸 원주민은 IHCP가 Anthem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PCP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PCP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Anthem에서 대신 PCP를 배정해  

드립니다. PCP에 배정되고 변경을 원하는 경우, 888-285-7801(TTY 711)로  

연락하십시오. 변경은 다음 달 1일에 시작됩니다. 또한 Anthem 가입자 포탈  

anthem.com/ca/medi-cal에 로그온하여 PCP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PCP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귀하의 병력 및 의료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 건강 기록을 보관합니다. 

▪ 필요한 예방 및 정기 진료를 제공합니다. 

▪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의뢰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조율해 드립니다. 

의료 제공자 명부에서 Anthem 네트워크 소속 PC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명부에는 Anthem과 협력하는 IHCP, FQHC 및 RHC 목록이 있습니다. 

anthem.com/ca/medi-cal에서 온라인으로 Anthem 의료 제공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여 의료 제공자 명부 우편  

약국 혜택은 현재 의료행위별 수가제(FFS) Medi-Cal Rx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의 ‘기타 Medi-Cal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조하십시오. 

https://members.anthem.com/ca/medi-cal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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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PCP가 새로운 환자를 받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Anthem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및 기타 제공자의 선택 

귀하가 자신의 의료상 필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귀하가 PCP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의료상 필요를 알 수 있도록 한 명의 PCP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PCP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them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소속이며 새로운 환자를 받는 PCP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새롭게 선택한 PCP는 변경을 한 후 다음 달 1일에 귀하의 PCP가 됩니다.  

PCP를 바꾸고 싶은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거나 당사의  

보안 가입자 웹사이트 anthem.com/ca/medi-cal에서 로그인하여 PCP 변경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PCP가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거나, Anthem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귀하 나이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Anthem은 PCP를 변경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PCP와 잘 지낼 수 없거나 예약을 놓치거나 늦을 경우, 

Anthem 또는 귀하의 PCP는 새로운 PCP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hem에서 귀하의 PCP를 바꿔야 하는 경우 Anthem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PCP를 변경하는 경우 우편으로 새로운 Anthem 가입자 ID 카드를 받게 됩니다. 새  

카드에는 새 PCP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새 ID 카드를 받는 것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PCP를 고를 때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항들: 

▪ PCP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 PCP는 제가 이용하고 싶은 클리닉에서 근무합니까? 

▪ PCP의 진료소가 저의 집, 직장, 또는 아이의 학교에서 가깝나요? 

▪ PCP 진료소가 저의 거주지와 가깝고 PCP 진료소에 쉽게 갈 수 있습니까? 

▪ 의사와 직원이 저의 모국어를 구사합니까? 

▪ PCP는 제가 좋아하는 병원과 함께 일합니까? 

▪ PCP는 제가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PCP의 진료 시간은 제 일정과 맞습니까?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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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건강 평가(IHA) 

Anthem은 초기 건강 평가(IHA)를 위해 Anthem에 새로 가입한 후로부터 첫 120일  

동안 새로운 PCP를 만나볼 것을 권장합니다. IHA의 목적은 PCP가 귀하의 의료 이력과  

필요 사항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담당 PCP는 귀하의 병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거나 설문지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PCP는 건강 교육 상담과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업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IHA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할 때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귀하가 Anthem  

가입자임을 알려 주십시오. Anthem ID 번호를 제시해 주십시오.  

BIC 및 Anthem ID 카드를 가지고 예약합니다. 방문 시 복용하는 약과 문의 사항  

목록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의료 요구 사항과 우려 사항에 대해 담당  

PCP와 상담할 준비를 하십시오. 

늦거나 예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면 PCP의 진료소로 반드시 전화하십시오. 

IHA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무료 전화하십시오. 

정기 진료 

정기 진료는 정기적인 의료입니다. 웰빙 또는 웰 케어라고도 불리는 예방 진료를 

포함합니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아프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방 진료는  

정기 검진, 건강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합니다. 소아는 청력 및 시력 검사, 발달 과정  

평가, 소아과 전문의 밝은 미래 지침에서 권장하는 더 많은 서비스와 같이 필요한  

조기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진료는 예방 진료 외에 아플 때 받는  

케어도 포함합니다. Anthem은 PCP로부터 정기 진료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귀하의 PCP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정기 검진, 주사, 치료, 처방 및 의학 상담 등 모든 정기 진료를 제공합니다. 

▪ 건강 기록을 보관합니다. 

▪ 필요한 경우 귀하를 전문의에게 의뢰합니다. 

▪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유방조영상 또는 실험실 작업을 지시합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한 경우 PCP에게 전화해 예약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 먼저 귀하의 PCP에 연락하십시오. 응급 상황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귀하의 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핸드북의 ‘혜택  

및 서비스’와 ‘아동 및 청소년 웰 케어’ 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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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는 의사, 병원 그리고 Anthem과 협력하는 기타 의료 제공자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Anthem 네트워크를 통해 보장 적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메리칸 원주민은 IHCP가 Anthem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PCP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P,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가 가족 계획이나 유산과 같은 보장 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덕적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 (TTY 711)번으로 

무료 전화해 주십시오. 도덕적 이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이전 섹션 ‘도덕적 

이의’를 참조하십시오. 

의료 제공자에게 도덕적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의료 제공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nthem은 서비스를 수행할  

의료 제공자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귀하는 Anthem 네트워크 소속 서비스 의료 제공자를 의료상 필요를 위해 이용합니다.  

귀하는 PCP로부터 예방 및 정기 진료를 받습니다. 귀하는 Anthem 네트워크 소속의  

전문의, 병원 및 기타 의료 제공자를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료 제공자 명부가 필요한 경우,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anthem.com/ca/medi-cal에서 온라인으로 의료 제공자 명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의약품 목록의 사본을 받으려면, Medi-Cal Rx에  

800-977-2273(TTY 800-977-2273으로 전화하여 5 또는711을 누름)번으로  

전화하여 인근 약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Medi-Cal Rx 웹사이트  

https://medi-calrx.dhcs.ca.gov/home에 방문하십시오. 

응급 치료의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모든 Anthem 의료 제공자는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 지원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다른 언어나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 또는 Anthem에 필요  

사항을 알리십시오.  

https://medi-calrx.dhcs.ca.gov/home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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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료, 긴급 진료, 또는 민감한 진료를 제외하고, Anthem 네트워크 외부의 의료  

제공자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Anthe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응급 진료 또는 민감한 진료가 아닌 케어를 받기 위해 네트워크 외부의 의료  

제공자에게 가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의료 제공자의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적용 지역 내 네트워크 비소속 제공자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는 Anthem과 협력하기로 계약하지 않은 제공자입니다. 응급  

진료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면 무료로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them은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이 서비스가  

귀하의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진료 추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진료 추천을 하는 경우, 당사에서 

귀하의 케어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응급 치료 및 민감한 치료를 제외하고 Anthem 서비스 지역 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가기 전에 사전 승인(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nthem 서비스 지역 내  

긴급 진료를 받으려면 Anthem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긴급 진료를 받기 위해 사전 승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하면, Anthem 서비스 지역 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받는 긴급 치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진료, 긴급 진료 및 민감한 진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장의 해당 제목으로 이동하십시오. 

참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우, 진료 추천을 받지 않고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외부의 

IHCP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서비스 지역 외부  

Anthem 서비스 지역 밖에 있으며 응급 상황이 아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즉시 

PCP에 전화하십시오. 또는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응급 치료의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Anthem은 네트워크 외부의 응급 진료를 보장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여행하다가  

입원해야 하는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Anthem이 귀하의 케어를 보장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외의 국제 지역으로 여행 중일 때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Anthem은 케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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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입원해야 하는 응급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Anthem 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hem은 귀하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미국 영토(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다른 주에 있는 경우, 응급 진료가 보장되나 모든 병원 및 의사가 

Medicaid를 인정하진 않습니다(Medicaid는 다른 주에서 Medi-Cal이라 불림).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응급실 의사에게 귀하가 Medi-Cal에  

가입했고 Anthem 가입자임을 가능한 빨리 알리십시오. 병원에 요청하여 Anthem  

ID 카드 사본을 발급받으십시오. 병원 및 의사가 Anthem에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주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면 즉시 Anthem에 전화하십시오. 저희는  

병원 및/또는 의사와 협력하여 Anthem이 귀하의 케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고 비상시 외래 처방약을 조제해야 하는 경우 약국에서 

Medi-Cal Rx에 800-977-2273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참고: 아메리칸 원주민은 네트워크 외부 IHCP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나 지역 외부 서비스에서의 케어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진료소가 문을 닫았고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24/7 간호사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 800-224-0336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위임된 관리형 진료 플랜 모델 

Anthem은 많은 의사, 전문의, 약국, 병원 및 기타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제공자들 중 일부는 네트워크 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 그룹’ 또는  

‘독립의료제공자협회(IPA)’라고도 합니다. 이들 의료 제공자들은 Anthem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일차 진료 제공자(PCP)가 의료 그룹, IPA 또는 Anthem과 연계된 전문의 및 서비스로  

가입자를 의뢰합니다. 이미 전문의에게 가고 있는 경우, PCP와 이야기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에 수신자 부담 전화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치료의 지속에 대한 자격이 된다면,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의료 제공자의 진료를 받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본 핸드북의 치료의 연속성 섹션에서 확인하십시오. 

의사 

Anthem 의료 제공자 명부에서 일차 진료 제공자(PCP)를 선택합니다. 귀하가 선택한  

의사는 반드시 네트워크 제공자여야 합니다. Anthem 의료 제공자 명부 사본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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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온라인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새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 원하는 PCP에게 전화하여 신규 환자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nthem에 가입하기 전 진료를 받았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Anthem 네트워크  

소속이 아닌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 그 의사로부터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의 지속이라고 합니다. 이 핸드북에서 치료의 지속에 대해 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PCP는 Anthem 네트워크 소속 전문의에게 귀하의 진료  

의뢰서를 보냅니다.  

PCP를 선택하지 않으면 Anthem에서 귀하를 대신해 PCP를 선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자신의 의료상 필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귀하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Medicare와 Medi-Cal에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기타 의료 보험이 있다면, PCP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PCP를 바꾸고 싶은 경우 반드시 Anthem 의료 제공자 명부에서 PCP를 선택해야  

합니다. PCP가 새로운 환자를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PCP를 바꾸고 싶은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병원 

응급 상황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십시오. 

응급 상황이 아니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PCP가 어느 병원으로 갈지 결정해 

드립니다. 귀하는 담당 PCP가 사용하고 Anthem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Anthem 네트워크 소속 병원은 의료 제공자 명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 이외의 병원 입원은 반드시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 의료 전문의 

여성 정기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받기 위해 Anthem  

네트워크 소속 여성 의료 전문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  

PCP 의 진료 의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성 건강 전문의를 찾으려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800-224-0336(TTY 711)번으로  

24/7 간호사 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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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공자 명부 

Anthem 의료 제공자 명부는 Anthem 네트워크 소속 의료 제공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Anthem과 협력하는 의료 제공자 그룹입니다. 

Anthem 의료 제공자 명부에는 병원, PCP, 전문의, 전문 간호사, 간호사 조산사, 진료 

보조사, 가족 계획 제공자,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외래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리된 장기 서비스 및 지원(MLTSS), 자립형 출생센터(FBC), 인디언 보건 

간병인(IHCP) 및 지방 건강 클리닉(RHC)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명부에는 Anthem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이름, 전문 진료과, 주소, 전화  

번호, 업무 시간 및 사용 언어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제공자가 새로운 환자를 받는지  

알려 줍니다. 또한, 주차, 경사로, 난간이 있는 계단, 넓은 문 및 손잡이 막대가 있는 

화장실 등의 건물에 대한 물리적 이용 가능 수준 정보도 제공합니다. 의사의 교육, 훈련  

및 증명서 보유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anthem.com/ca/medi-cal에서 온라인으로 의료 제공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의료 제공자 명부가 필요하시면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Medi-Cal Rx와 제휴한 약국 목록은 https://medi-calrx.dhcs.ca.gov/home의  

Medi-Cal Rx 약국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i-Cal Rx 800-977-2273 

(TTY 800-977-2273으로 전화하여 5 또는 711을 누름)번으로 전화하여 인근 약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아래 나열된 기간 내에 예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때로는 더 오랜 시간 케어를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더 긴 대기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약 유형 
다음 기간 내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요하지 않는 긴급 치료 예약 48시간 

https://medi-calrx.dhcs.ca.gov/home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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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유형 
다음 기간 내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요하는 긴급 진료 예약 96시간 

비긴급(일반) 일차 치료 예약 영업일 기준 10일 

비긴급(일반) 전문의 케어 예약 영업일 기준 15일 

비긴급(일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의사가  

아닌 경우) 케어 예약 
영업일 기준 10일 

상해, 질병, 기타 건강 상태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보조 서비스에 대한 비긴급(일반) 예약 
영업일 기준 15일 

정상 업무 시간 동안 통화 대기 시간 10분 

케어를 위한 이동 시간 또는 거리 

Anthem은 치료를 위한 이동 시간 또는 거리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표준은  

거주지로부터 너무 먼 시간 또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 시간 또는 거리 표준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Anthem이 이러한 이동 시간 또한 거리 표준 내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DHCS는 대체 접근 표준이라고 하는 다른 표준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대한 Anthem의 시간 또는 거리 표준은 anthem.com/ca/medi-cal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가 필요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의료 제공자를 찾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Anthem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의료 제공자가 거주지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경우라도 의료 제공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Anthem에 교통편 예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 제공자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Medi-Cal Rx  

800-977-2273(TTY 800-977-2273으로 전화하여 5 또는 711을 누름)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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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거주지 우편번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Anthem의 대체 접근 표준과  

관계없이, 해당 카운티 내 Anthem의 이동 시간 또는 거리 표준 내에서 귀하가  

의료 제공자에게 갈 수 없는 경우 먼 곳으로 간주됩니다. 

진료 예약 
의료가 필요한 경우 

▪ PCP에게 전화하십시오.  

▪ 전화할 때 Anthem ID 번호를 준비해 주십시오. 

▪ 사무실이 문을 닫은 경우 귀하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함께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 BIC 및 Anthem ID 카드를 가지고 예약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예약에 가기 위한 교통편을 요청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또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 예약 시간에 맞춰 몇 분 일찍 도착하여 로그인하고 양식을 작성한 다음 PCP가  

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 예약 시간을 지킬 수 없게 되었거나 늦을 경우 즉시 연락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질문 및 약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응급 상황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예약 장소로 가기 
의료 서비스 및 예약 장소를 오갈 방법이 없는 경우 교통편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편 지원은 응급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 및 예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 

승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목적 교통편이라 부르고, 응급 목적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교통편 혜택”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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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일정 다시 잡기 
일정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즉시 의료 제공자의 진료실에 전화하십시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사는 예약 24시간(영업일 기준 1일) 전에 전화하도록 요청합니다. 

반복되는 예약을 놓치면 의사가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불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나 처방을 받을 때 의료 제공자가 

청구 대상자를 알도록 Anthem ID 카드와 Medi-Cal 혜택 식별 카드(BIC)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혜택 설명서(EOB) 또는 성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설명서 및 성명서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청구서를 받은 경우 888-285-7801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처방에 대한  

청구서를 받은 경우, Medi-Cal Rx 800-977-2273(TTY 800-977-2273으로 전화하여  

5 또는 711을 누름)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또는 Medi-Cal Rx 웹사이트  

https://medi-calrx.dhcs.ca.gov/home에 방문하십시오. Anthem에 청구된  

금액, 서비스 날짜 및 청구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귀하는 모든 보장 서비스에 대해 

Anthem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응급 진료 또는 민감한 치료 및 긴급 진료를 제외하고(Anthem 서비스 지역 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가기 전에 사전 승인(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Anthem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무료로 네트워크  

비소속 제공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 진료, 긴급 진료 및 민감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장의 해당 제목으로 이동하십시오. 

청구서를 받거나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코페이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구서를 지불한 경우  

Anthem에 클레임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했던  

이유를 Anthem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Anthem이 귀하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청구 양식을 요청하려면 888-285-7801 (TTY 7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di-calrx.dhcs.ca.gov/home


3 | 케어를 받는 법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36 

재향 군인 업무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받은 보장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nthem은 다음의 경우에 상환하지 않습니다. 

▪ 미용 서비스와 같이 Medi-Cal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은 경우. 

▪ 충족되지 않은 Medi-Cal 비용 분담금이 있는 경우. 

▪ Medi-Cal을 취급하지 않는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희망하고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양식에 서명한 경우. 

▪ Medicare 파트 D 플랜이 보장하는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 상환을 요청한 경우. 

진료 의뢰서 
필요한 경우 PCP가 귀하를 전문의에게로 보내기 위해 진료 의뢰서를 제공합니다. 

전문의는 의학의 어느 한 분야에서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입니다. PCP는 귀하와 

협력하여 전문의를 선택합니다. PCP 사무실에서 귀하가 전문의와의 진료 예약을  

잡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가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에는 진료실에서의 시술, X- 레이 및 실험실  

검사가 포함됩니다. 

PCP는 전문의에게 보낼 양식을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양식을 

작성해서 PCP에게 다시 보냅니다.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를 

진행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는 상시 진료 

추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매번 진료 의뢰서를 받지 않고 같은 전문의를 한 번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상시 진료 추천을 받는 데 문제가 있거나 Anthem 진료 추천 정책 사본을 원하는  

경우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진료 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 PCP 진료 예약 

▪ 산과/부인과(OB-GYN) 방문 

▪ 긴급 또는 응급 치료 방문 

▪ 성폭행 보호 서비스와 같은 성인용 서비스 

▪ 가족계획 서비스(자세한 내용은 가족 계획 사무국 참고 및 정보  

봉사800-942-1054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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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검사 및 상담(12세 이상) 

▪ 성매개 감염 서비스(12세 이상) 

▪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네트워크 외부의 FQHC, RHC 및 IHCP가 제공하는 경우 

진료 추천이 필요할 수 있음) 

▪ 초기 정신 건강 평가 

▪ 진행 중인 정신 건강 치료 

▪ 침술(한 달에 처음 2회 서비스, 추가 예약은 진료 추천 필요) 

▪ 족부 치료 서비스 

▪ 적합한 치과 서비스  

▪ 외래 환자 전문 행동 건강 서비스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특정 외래 정신 건강 서비스, 민감한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이 핸드북의 “미성년 동의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읽으십시오. 

 

 

 

사전 승인(사전 허가) 
일부 유형의 케어를 받으려면 PCP 또는 전문의는 귀하가 치료를 받기 전 Anthem에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 승인, 사전 허가 또는 예비 승인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는 Anthem이 케어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필수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거나 진단받은 질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합당하고 필수적입니다. 21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Medi-Cal 서비스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질환을 고치거나 완화하는 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케어가 포함됩니다. 

 

 

금연할 준비가 되셨나요? 800-300-8086(영어) 또는  

800-600-8191(스페인어)로 전화하여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또는 

kickitca.org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obut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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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em 네트워크 소속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다음의 서비스는  

항상 사전 승인(사전 허가)이 필요합니다. 

▪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입원 

▪ 응급 또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의, Anthem 서비스 적용 지역 외부에서  

받는 서비스 

▪ 외래 환자 수술 

▪ 요양시설에서의 장기 치료 

▪ 특별 치료 

▪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의 의료 목적 교통편. 응급 구급차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 주요 장기 이식 

건강 및 안전법 섹션(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367.01(h)(1)에 따라 Anthem은  

Anthem이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기적인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결정할 것입니다. 

의료 제공자의 지시가 들어 있는 요청에 대해 또는 Anthem이 표준 시간대에 따라  

가입자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최대한의 기능을 달성, 유지, 회복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nthem은 신속(빠른) 사전 승인(사전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Anthem은 서비스 요청을 받은 후 귀하의 건강 상태에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72시간 이내에 통지합니다. 

사전 승인(사전 승인) 요청은 의사, 간호사, 약사와 같은 임상 또는 의료 직원이 

검토합니다. 

Anthem은 보장 또는 서비스 거절을 위해 심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Anthem이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Anthem은 귀하에게 조치 통지(NOA)  

서신을 보냅니다. NOA 서신은 귀하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을 심사하는 데 Anthem에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면  

Anthem은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외부 및 서비스 직용 지역 외부에서 받더라도 응급 치료에는 사전 승인(사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여기에는 분만 및 출산이 포함됩니다. 가족  

계획, HIV/AIDS 서비스 및 외래 환자 유산과 같은 민감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사전 허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사전 허가)에 대한 질문은,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3 | 케어를 받는 법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온라인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39 

2차 소견 
귀하는 제공자가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치료나 귀하의 진단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2차 소견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거나 치료 계획을 따르려고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면 2차 소견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차 소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귀하에게 이차 소견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귀하를 추천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선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가 요청하고 귀하가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이차 소견을 얻은  

경우 Anthem이 이차 소견에 대해 지불합니다.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이차 소견을  

받기 위해 Anthem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제공자가 필요하면 이차 소견에 대한 의뢰를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nthem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중 이차 소견을 줄 수 있는 의료 제공자가 없는 경우  

Anthem은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의 이차 소견에 대해 지불합니다. Anthem은 이차  

소견을 위해 귀하가 선택한 의료 제공자가 승인되었는지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알려  

드립니다. 만성, 중증 또는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사망, 사지 또는 주요 신체 부위 또는 

신체 기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당면한 경우 Anthem은 7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Anthem이 이차 소견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핸드북의 ‘문제 보고 및 해결’ 장의 ‘불만 사항’  

제목으로 이동하십시오. 

민감한 치료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 

12세 이상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환자 정신 건강 진료(12세 이상의 미성년자): 

 성폭력(나이 제한 없음) 

 근친상간  

 물리적 폭행 

 아동 학대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12세  

이상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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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AIDS의 예방/검사/치료 

▪ 성매개 감염의 예방/검사/치료 

▪ 약물 사용 장애 치료(12세 이상의 미성년자). 추가 정보는 이 핸드북의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읽으십시오. 

18세 미만인 경우, 다음 유형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허가 없이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임신 

▪ 가족 계획/피임(불임술 포함) 

▪ 유산 서비스 

임신 검사, 가족 계획 서비스, 피임 또는 성매개감염 서비스의 경우 의사나 클리닉이  

Anthem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Medi-Cal 제공자든 선택할 수 있으며  

의뢰 또는 사전 승인(사전 허가)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이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치료와 관련이 없는 네트워크 비소속 제공자의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클리닉을 찾거나 해당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동 수단 포함),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800-224-0336 (TTY 711)번의 24/7 간호사 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건강 우려사항에 대해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민감한 서비스 

성인(18세 이상)의 경우 특정한 민감하거나 사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PCP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진료를 위한 의사 또는 클리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계획/피임(불임술 포함) 

▪ 임신 검사 및 상담 

▪ HIV/AIDS 예방 및 검사 

▪ 성매개 감염의 예방/검사/치료 

▪ 성폭행에 대한 관리 

▪ 외래환자 유산 서비스 

의사나 클리닉은 Anthem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의료 제공자든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의뢰 또는 사전 승인(사전 허가) 없이 이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치료와 관련이 없는 네트워크 비소속 제공자의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클리닉을 찾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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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교통편 포함),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800-224-0336 (TTY 711)번으로 24/7 간호사 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이의 제기 

일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도덕적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는 서비스에 대해 도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덕적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제공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nthem은 귀하와 협력하여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 및 기타 제공자는 귀하의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거나 귀하와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할 수 있는 다음의 서비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족 계획 

▪ 응급 피임 등 피임 서비스 

▪ 분만 및 출산 시 난관 결찰 등 단종 수술 

▪ 불임 치료 

▪ 임신 중절 수술 

 

가입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미래 의사, 의료 그룹, 독립 의사  

협회 또는 클리닉에 연락하거나 Anthem에 888-285-7801 (TTY 711)로 연락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nthem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진료를 받거나 보장 적용 서비스를 수행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의료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긴급 치료 
긴급 치료는 응급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질병, 부상 또는  

기존 상태의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에 중대한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사전 승인(사전 허가)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긴급 진료 예약은 예약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필요한 긴급 치료 서비스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 후 96시간 이내에 예약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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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치료의 경우 PCP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PCP와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888-285-7801 (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는 24/7 간호사 라인으로  

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800-224-0336(TTY 711)번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귀하에게 가장 좋은 케어 수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외에서 긴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긴급 진료 시설을 방문하십시오. 긴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는 감기, 인후통, 발열, 귀 통증 근육 염좌 또는 산과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사전 승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긴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 (TTY 711)로 

전화하십시오.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 또는 Anthem 행동 건강 기관에 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http://www.dhcs.ca.gov/individuals/Pages/MHPContactList.aspx를 

방문하십시오. 

LiveHealth Online(LHO) 
Anthem 가입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LiveHealth Online  

24/7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HO는 환자를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공인 전문의와 연결합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이를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 약물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24/7로 888-548-3432(TTY 711)로 전화를 하거나, 무료 LiveHealth Onlin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거나 livehealthonline.com에 등록하여 LiveHealth Onlin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veHealth Online 프로그램 세부 정보 

 LiveHealth Online 

의학 

LiveHealth Online 

정신의학 

LiveHealth Online 

심리학 

제공자 

유형 

면허를 보유한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사 유면허 심리학자(PhD) 

및 치료사(사회복지사  

- 석사 수준) 

http://www.dhcs.ca.gov/individuals/Pages/MHPContactList.aspx
http://livehealth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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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Health Online 

의학 

LiveHealth Online 

정신의학 

LiveHealth Online 

심리학 

제공 혜택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약품 

초기 평가 후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약품 

 

이용 구분 필요 시 24/7/365 진료 예약: 모든 

시간대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진료 예약: 오전 

7시~오후 11시 

방문 기간 10분 초기 평가의 경우 

30~45분, 의약품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후속 세션을  

위해 15분. 

45분 

평균 대기 

시간 

약 10분 14일 이하 4일 이하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의사가 

환자를 가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18세 이상 10세 이상 

값 편리하게 집에서 진료 

이용 응급 질환이 아닌 

경우 시간 소모적인 

ER 방문 방지. 

집에서 행동 건강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의 

유의한 증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질환: 

▪ 찰과상, 사소한 상처 

▪ 여드름 

▪ 알레르기/알레르기 비염 

▪ 천식 

▪ 요통  

▪ 기침/감기 

▪ 당뇨병/저혈당증 

▪ 설사 

▪ 이통 

▪ 발열, 인플루엔자/독감 

▪ 두통/편두통 

▪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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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금 

▪ 불면증 

▪ 구역/ 구토  

▪ 충혈 및 기타 안과 감염 

▪ 발진/피부 질환 

▪ 부비동 감염 

▪ 인후통/인후염  

▪ 염좌 및 긴장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행동 질환: 

▪ 불안감 

▪ 양극성 장애 

▪ 질병에 대한 대처 

▪ 우울증 

▪ 비애 

▪ 강박 장애 

▪ 공황 발작 

▪ 육아 문제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관계 문제 

▪ 스트레스 

 

LHO 는 동일한 행동 건강 서비스 의료 제공자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LHO 의 한계 

LHO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예방 또는 지속적 의료.  

▪ 실험실 검사 처방. 

▪ 현재 전문의 치료 이용. 

 

응급 케어가 아닌 경우 가입자는 1 차 선택사항으로 자신의 PCP 와 진료 예약을  

해야 합니다. 

 

LHO에 대한 Anthem 멤버십 확인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Anthem 가입자 ID를 LHO 계정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LHO 계정을 가지려면 가입자 연령이 18세여야 합니다. 

▪ 부모는 자녀의 Anthem 가입자 ID 를 개인 계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자신의 라이브 비디오 방문에 다음과 같은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기타 의료 제공자 

▪ 가입자는 의료 기록 요약을 PCP 등과 이메일/팩스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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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O는 동일한 행동 건강 서비스 의료 제공자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 가입자는 888-548-3432 (TTY 711)로 전화를 하거나, 무료 LiveHealth Onlin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거나 livehealthonline.com  에 등록하여 24/7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온라인 방문 후 888-982-7956 번으로 전화하여 긴급 처방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치료 
응급 치료의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응급 

치료의 경우, Anthem으로부터의 사전 승인(사전 허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여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응급 진료 및 기타 케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응급 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상태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건강과 

의학에 대해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신중한(이성적인) 비전문가(의료 서비스 전문가가 

아닌)가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귀하의 건강(또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거나 신체 기능, 신체 기관 또는 신체 부위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예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출산 진통 

▪ 골절 

▪ 중증 통증 

▪ 흉부 통증 

▪ 호흡 곤란 

▪ 중증 화상 

▪ 약물 과량 투여 

▪ 기절 

▪ 중증 출혈 

▪ 중증 우울증 또는 자살 사고와 같은 정신적 응급 질환상태 

 

정기 진료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가지 마십시오. 귀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PCP에게서 정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의학적 상태가 응급 상황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PCP에게 전화하십시오. 또는 800-224-0336(TTY 711)에서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 24시간 24/7 간호사 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http://livehealth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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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난 상태에서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Anthem 네트워크 소속이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응급실(ER)로 가십시오. 응급실로 가서 Anthem에 연락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가 입원한 병원은 귀하가 응급 진료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Anthem에 연락해야 합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이외의 미국 외부 지역에서 여행  

중이고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Anthem은 케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ER에 가기 전 귀하의 PCP 또는 

Anthem에 먼저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응급 상황 이후(안정화 후 관리) 네트워크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Anthem으로 전화합니다.  

기억해 둘 사항: 응급 상황이 아니면 911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응급 

치료를 받으십시오. 정기 진료나 감기나 인후통 같은 경미한 질병에는 응급 치료를 받지 

마십시오. 응급 상황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십시오. 

 

24/7 간호사 라인  

Anthem 24/7 간호사 라인 은 연중무휴 24 시간 무료 의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800-224-0336(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의학적 질문에 답하고, 케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의료 제공자를 즉시 만나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귀하의 질환에 적합한 의료 제공자의 종류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당뇨병이나 

천식과 같은 의학적 질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24/7 간호사 라인은 클리닉 예약 또는 약 리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제공자의 진료소에 전화하십시오.  

사전 지시서 
사전 건강 지시서는 법률 양식입니다. 나중에 의사를 말할 수 없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의료 서비스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와 같은 다른 

사람을 지정해 대신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nthem 24/7 간호사 라인은 연중무휴 24 시간 무료 의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800-224-0336(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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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 법률 사무소 및 의사 진료소에서 사전 지시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PCP 또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양식 작성을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의무 기록에 사전 지시서를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사전 지시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사전 지시서법의 개정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Anthem은 개정 후 90일  

이내에 주 법의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정보는 888-285-7801(TTY 711)번으로 Anthem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 
성인은 장기 또는 조직 기증자가 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5~18세 사이라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 기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 또는 조직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P에게 문의하십시오. 미국 보건 사회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 사이트 organdonor.gov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http://organdono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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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em 업무 시간은 월~금, 태평양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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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혜택 및 서비스 

건강 플랜 보장 서비스 

이 장에서는 Anthem 가입자에게 보장 적용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장 적용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민감한 서비스, 응급, 및 일부 긴급 진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외부 

치료의 경우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건강 플랜은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의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승인(사전 허가)를 Anthem에 요청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거나 진단받은 질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합당하고 필수적입니다.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1세 이하의 가입자는 추가 혜택 및 서비스를 받습니다. 5장을 읽으십시오. 아동  

및 청소년 웰 케어에 대한 추가 정보. 

Anthem이 제공하는 일부 기초 건강 혜택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가 있는  

혜택은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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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술* 

▪ 급성(단기 치료) 가정 건강 요법  

및 서비스 

▪ 예방 접종(주사) 

▪ 알레르기 검사 및 주입* 

▪ 응급 상황에 대한 구급차 서비스 

▪ 마취과 의사 서비스* 

▪ 청각* 

▪ 행동 건강 치료* 

▪ 심장 재활* 

▪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 치과 서비스 - 제한됨(진료소  

내 의료 전문가/PCP가 수행) 

▪ 투석/혈액투석 서비스* 

▪ 내구성 의료 장비(DME)* 

▪ 응급실 방문 

▪ 경장 및 비경구 영양* 

▪ 가족 계획 진료소 방문 및 상담 

(비참여 제공자에게 갈 수 있음) 

▪ 훈련 서비스 및 장치*  

▪ 보청기* 

▪ 재택 의료 서비스* 

▪ 호스피스 케어* 

▪ 입원환자 의료 및 외과 치료 

▪ 의학 검사 및 방사선 검사* 

▪ 장기적 가정 건강 요법 및 서비스* 

▪ 산모 관리 및 신생아 치료 

▪ 주요 장기 이식* 

▪ 작업 치료* 

▪ 의료 보조 기구/인공 기구* 

▪ 장루 및 비뇨기과 공급품* 

▪ 외래환자 병원 서비스* 

▪ 외래 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 

▪ 외래환자 수술* 

▪ 고통 완화 간병* 

▪ PCP 진료 예약 

▪ 소아과 서비스  

▪ 물리 치료* 

▪ 족부 치료 서비스* 

▪ 폐 질환 재활* 

▪ 재활 서비스 및 장치* 

▪ 전문 요양 서비스* 

▪ 전문의 방문* 

▪ 언어 치료* 

▪ 수술 서비스* 

▪ 원격 진료/원격 의료 

▪ 트랜스젠더 서비스* 

▪ 긴급 치료 

▪ 시력 서비스 

▪ 여성 건 서비스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8장, ‘알아야 할 중요 숫자 및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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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다음에 대해 합당하고 필요한 보장 적용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생명 보호. 

▪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예방. 

▪ 극심한 고통 완화. 

▪ 나이에 맞는 성장과 발달 달성. 

▪ 기능적 능력 달성, 유지 및 다시 얻기. 

21세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위에서 확인된 모든 보장 

적용 서비스와 기타 필요한 건강 관리, 진단 서비스, 치료, 그리고 연방 초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EPSDT) 혜택 요구하는 결함,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질환을 

치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타 조치.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거나 진단받은 질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합당하고 필수적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연령에 적합한 성장 및 발달, 또는 기능적  

능력을 달성, 유지 또는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1세 미만의 가입자는, 연방 초기 및 정기 검사, 진단 및 치료(EPSDT) 혜택에 따라 

결함과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질환을 치료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데 필요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가입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치료가 포함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테스트되지 않았거나 아직 테스트 중인 치료법 

▪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서비스 또는 항목 

▪ 정상적인 과정 및 치료 기간을 벗어난 서비스 또는 임상 지침이 없는 서비스 

▪ 간병인 또는 의료 제공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Anthem은 귀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Anthem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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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DT는 21세 미만의 저소득 영유아 및 청소년에게 광범위한 예방,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PSDT 혜택은 성인이 받는 혜택보다 더 강력하며 어린이가  

조기 발견 및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건강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예방하거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EPSDT의 목표는 개별 아동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합한 환경과 시기에 적합한 아동에게 적합한 케어를 

제공합니다. 

Anthem은 귀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Anthem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nthem이 보장하는 Medi-Cal 혜택 

외래 환자(외래) 서비스 

성인 예방접종 

사전 승인(사전 허가) 없이 네트워크 제공자로부터 성인 예방  

접종(주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hem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ACIP)에서 권고하는 예방주사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여행 시에 필요한 

예방주사도 포함됩니다. 

일부 성인 예방 접종(주사) 서비스는 Medi-Cal Rx를 통해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l Rx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의 ‘기타  

Medi-Cal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알레르기 치료 

Anthem은 알레르기 탈감작, 감작 저하 또는 면역 요법 등 알레르기 검사  

및 치료를 보장합니다. 

마취과 의사 서비스 

Anthem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마취과 의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마취과 의사가 제공하는 치과 시술을 위한 마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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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교정 서비스 

Anthem은 척추 수동 조작술 치료로 제한된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는 한 달에 두 번으로 제한됩니다.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지압 서비스에 적합한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 임신 종료 후 60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말까지의 임신부 

▪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치료 시설 또는 준치료 시설 거주자 

▪ Anthem 네트워크 소속의 병원 외래 환자 부서, 외래환자 클리닉, FQHC 또는  

RHC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모든 가입자. 모든 FQHC, RHC 또는 카운티 

병원이 외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투석/혈액 투석 서비스 

Anthem은 투석 치료를 보장합니다. 또한 Anthem은 의사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Anthem이 승인한 경우 혈액 투석(장기 투석)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외래 환자 수술 

Anthem은 외래환자 시술 절차를 보장합니다. 진단 목적으로 필요한 절차,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 및 명시된 외래 환자 의료 절차는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내과 의사 서비스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내과 의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족부 치료(발) 서비스 

Anthem은 사람의 족부에 대한 진단 및 내과, 외과, 기계, 도수 및 전기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족병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발목 및 발에 삽입되는  

힘줄, 발의 기능을 제어하는 다리 근육 및 힘줄의 비수술 치료가 포함됩니다. 

치료 요법  

Anthem은 다음과 같은 치료 요법을 보장합니다. 

▪ 화학요법 

▪ 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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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관리 및 신생아 치료 

Anthem은 출산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모유 수유 교육 및 도움 

▪ 출산 및 산후 관리 

▪ 수유용 펌프 및 용품 

▪ 산전 관리 

▪ 분만원 서비스 

▪ 공인 조산 간호사(CNM) 

▪ 유면허 조산사(LM) 

▪ 태아 유전 장애 진단 및 상담 

▪ 신생아 케어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의료(Telehealth)는 서비스 제공자와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입니다. 원격의료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실시간 대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원격의료는 실시간 대화 없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정보 공유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해 원격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연락하여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원격의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를 위한 원격의료 이용이 귀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대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 제공자가 

귀하에게 원격 의료가 적합하다고 동의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외래 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 

Anthem은 사전 승인(사전 허가)에 대한 필요 없이 가입자의 초기 정신 건강 평가를 

보장합니다. 진료 추천 없이도 Anthem 네트워크 소속의 유먼허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언제든 정신 건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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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장애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Anthem  

네트워크 소속 전문의의 추가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검진  

결과에서 귀하가 경증 또는 중등도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정신적, 

정서적 또는 행동상 기능에 있어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Anthem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them은 다음과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개인 및 그룹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심리 치료) 

▪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도록 임상적 지시가 있을 경우 정신 건강 상태 

▪ 주의력, 기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시키는 인지 기술 

▪ 약물 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외래환자 서비스 

▪ 외래 환자 검사실 검사, 약물, 공급품 및 보조제 

▪ 정신과 상담  

▪ 가족 치료 

Anthem에서 제공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더 추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정신 건강 검진 결과에서 귀하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CP 또는 담당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에 귀하를 의뢰합니다. 추가 

정보는 70페이지의 ‘기타 Medi-Cal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응급 서비스 

의학적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 

Anthem은 미국에서(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포함),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 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응급 상황 치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의학적 응급 상황은 심한 통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가진 의학적 상태입니다. 상태가 매우 

중대하여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신중한 비전문인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건강에 심각한 위험 또는 

▪ 신체 기능의 심각한 손상 또는 

▪ 신체 기관 또는 부위의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 출산 진통을 겪는 임산부의 경우(진통 중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분만하기 전 가입자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 

 이송으로 인해 임산부 또는 태아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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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외래 환자 처방약을 최대 72시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처방약은 응급 서비스의 일부로 보장됩니다. 병원 응급실 제공자가 조제를  

위해 외래 약국에 가져가야 하는 처방전을 제공하는 경우, Medi-Cal Rx가 해당  

처방전의 보장을 책임집니다. 

외래 약국의 약사가 귀하에게 응급 의약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응급 공급은 

Anthem이 아닌 Medi-Cal Rx에서 보장합니다. 응급 약품 공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약국에서 Medi-Cal Rx(800-977-2273)로 전화하십시오.  

응급실 이송 서비스 

Anthem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치료 장소로 데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구급차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는 가입자의 상태가 다른 수단을 통해 이송할 경우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응급 서비스를 제외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응급 구급차 서비스를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 입원하지 않은 경우 Anthem은 구급차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 

Anthem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영적 불편을 줄이는 데 유익한 소아 및 성인을  

위한 호스피스 케어 및 고통 완화 치료를 보장합니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호스피스  

케어 및 고통 완화 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케어 

호스피스 케어는 말기 질환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호스피스 치료의  

경우 가입자의 기대 수명이 6개월 안팎이어야 합니다. 호스피스 치료는 수명 연장을  

위한 치료보다는 통증 및 증상 관리에 중점을 두는 조정 치료입니다. 

호스피스 케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 서비스 

▪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또는 언어 치료 

▪ 의료 사회 사업 서비스 

▪ 가정 건강 보조원 및 주부 서비스. 

▪ 의료 공급품 및 기기 

▪ 일부 약품 및 생물학적 서비스(일부는 FFS Medi-Cal Rx를 통해 이용 가능) 

▪ 상담 서비스 

▪ 위기 기간 동안 및 말기 환자인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가정에 있는 동안 24시간 

기준의 지속 간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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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문 요양시설 또는 호스피스 시설에 머무는 동안 최대 연속 5일간의 

입원환자 임시 진료 

▪ 병원, 전문 요양 시설 또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통증 관리 또는 증상 관리를 

위한 단기 입원환자 진료 

고통 완화 간병 

고통 완화 간병은 고통을 예측, 예방 및 치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자 및  

가족 중심 치료입니다. 완화 치료의 경우 가입자의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완화 치료는 근치적 치료와 동시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통 완화 간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치료 계획 

▪ 고통 완화 간병 평가 및 상담 

▪ 케어 플랜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학 또는 정골 요법 의사 

 의사 보조자 

 공인 간호사 

 유면허 간병 전문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 

 사회 복지사 

 목사 

▪ 진료 조율 

▪ 통증 및 증상 관리 

▪ 정신 건강 및 의료 복지 서비스 

21세 이상 성인은 고통 완화 간병과 호스피스 케어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통 

완화 간병을 받고 있고 호스피스 케어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호스피스  

케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마취과 의사 서비스 

Anthem은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마취과 의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마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제공자입니다. 마취는  

일부 의료 시술 중 사용되는 의술의 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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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서비스 

Anthem은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환자 병원 진료를  

보장합니다. 

수술 서비스 

Anthem은 병원에서 실시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임시 산후 관리 연장 

임시 산후 관리 연장(PPCE) 프로그램은임신 중 또는 임신 후 기간 동안 산모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Medi-Cal 가입자에게보장을 연장하여 제공합니다.  

Anthem은 임신 중 및 임신 종료 후 최대 2개월 동안 산모의 정신 건강 치료를  

보장합니다. Anthem이 보장하는 PPCE 프로그램은 진단 후 최대 12개월 또는  

임신 종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보장을 연장합니다. 

PPCE 프로그램 자격을 얻으려면 담당 의사가 임신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산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확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의사가 PPCE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 의사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활 치료, 교육(치료) 서비스 및 장치 

이 혜택에는 부상,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적 및 신체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회복하도록 돕는 서비스 및 장치가 포함됩니다. 

보험 보장 범위: 

침술 

Anthem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상태에서 비롯된 중증의 지속적 만성 통증의  

인지를 예방, 조정 또는 완화하기 위한 침술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외래 환자 침술 

서비스(침의 전자 자극 여부와 관계없이)는 의사, 치과의사, 족병 전문의 또는 침구사가 

제공하는 월 2회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할 수 있습니다.  

 

청각(청력) 

Anthem은 청각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외래환자 청각 서비스는 한 달에 2회 서비스로  

제한됩니다(2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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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건강 치료 

Anthem은 초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EPSDT) 혜택을 통해 21세 미만  

가입자에게 행동 건강 치료(BHT)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BHT 21세 미만 개인의  

기능을 최대 실행 가능 한도까지 개발 또는 복원하는 응용 행동 분석 및 증거  

기반 행동 중재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HT 서비스는 행동 준수 및 강화를 통해 또는 대상 행동의 각 단계를 가르치도록 

유도하여 기술을 가르칩니다. BHT 서비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실험적이지 않습니다. BHT 서비스 예시로는 행동 중재, 인지 행동 중재  

패키지, 포괄적인 행동 치료 및 응용 행동 분석이 있습니다. 

BHT 서비스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태를 위해 제공되며, 자격 있는 의사 또는 

심리학자에 의해 처방되고 보험에 의해 승인되며, 승인된 치료 계획을 따르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심장 재활 

Anthem은 입원 및 외래환자의 심장 재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내구 의료 장비(DME) 

Anthem은 의사, 진료 보조사, 전문 간호사, 임상 전문 간호사가 처방한 DME  

공급품, 장비 및 기타 서비스의 구입 또는 대여를 보장합니다. 처방된 DME 품목은  

일상 생활 활동에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주요 신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them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장의 ‘출산 및 신생아 관리’ 항목의 ‘유방 펌프 및 용품’에 설명된 소매용 유방 

펌프를 제외한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주는 장비 또는 고급 장비, 기능 및 용품 

▪ 운동 기구(취미 또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장치 포함)와 같이  

일상 생활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품 

▪ 21세 미만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위생 장비 

▪ 사우나 욕조 또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비의료 용품 

▪ 집 또는 자동차 개조 

▪ 혈액 또는 기타 신체 물질 검사 장치(단, 당뇨병 혈당 모니터, 검사지 및 랜싯은 

Medi-Cal Rx가 보장함) 

▪ 유아 무호흡 모니터를 제외한 심장 또는 폐의 전자 모니터 

▪ 21세 미만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분실, 도난 또는 

오용으로 인한 장비 수리 또는 교체 

▪ 일반적인 경우에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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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부 경우에 이런 물품은 의사가 제출한 사전 승인(사전 허가)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장 및 비경구 영양 

신체에 영향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법은 의학적 상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경장 및 비경구 영양 제품은 Medi-Cal Rx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장됩니다.  

보청기 

Anthem은 청력 상실을 검사하고, 보청기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경우 보청기를 보장합니다. 보장은 귀하의 의학적 필요를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비용 지원으로 제한됩니다. Anthem은 하나의 보청기로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귀 하나 당 보청기 1개가 필요하지 않는 한, 1개의 보청기를 

보장합니다.  

보청기는 21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무료입니다 

주법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아동은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CCS)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CS 프로그램에 의뢰해야 합니다. 아동이 CCS 

자격이 있는 경우, CCS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청기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아동이 

CCS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Medi-Cal 보장의 일부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청기를 보장할 것입니다. 

21세 이상 가입자를 위한 보청기 

Medi-Cal에 따라 당사는 각 보장된 보청기에 대해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 피팅에 필요한 이어 몰드 

▪ 표준 배터리 패키지 1개 

▪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 

▪ 보청기 세정 및 피팅을 위한 방문 

▪ 보청기 수복 

 

Medi-Cal에 따라 당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보청기 교체를 보장합니다. 

▪ 청력 상실이 현재 보청기로 교정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 보청기가 귀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메모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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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Medi-Cal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청기 배터리 교체 

가정 건강 서비스 

Anthem은 의사가 처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정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가정 건강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Medi-Cal이 보장하는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 파트 타임 전문 간호 서비스 

▪ 파트 타임 가정 건강 보조원 

▪ 의료 사회 사업 서비스 

▪ 의료용품 

의료 공급품, 장비 및 기기 

Anthem은 의사, 진료 보조사, 전문 간호사 및 임상 전문 간호사가 처방한 의료용품을  

보장합니다. 일부 의료용품은 Anthem이 아닌 FFS Medi-Cal Rx를 통해 보장됩니다. 

Medi-Cal 보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일반 가정 용품은 다음을 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접착 테이프(모든 유형) 

 소독용 알코올 

 화장품 

 솜 뭉치와 면봉 

 더스팅파우더 

 티슈 와이프 

 하마 메리스(피부 상처 치료용 액체) 

▪ 일반 가정 요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백색 바셀린 

 드라이 스킨 오일 및 로션 

 탈크 및 탈크 조합 제품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 및 과붕산나트륨 

▪ 비처방 샴푸 

▪ 벤조산 및 살리실산 연고, 살리실산 크림, 연고 또는 액체 및 산화아연  

페이스트를 포함하는 국소 제제 

일반적으로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특정 의학적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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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치료 

Anthem은 작업 치료 평가, 치료 계획, 치료, 교육 및 자문 서비스 등 작업 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작업 치료 서비스는 한 달에 2회 서비스로 제한됩니다(2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조 기구/인공 기구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비의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한 의료 보조 기구, 인공 기구 및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이식형 보청기, 유방  

보철물/유방 절제 브래지어, 화상환자 압박복 및 기능을 회복하거나 신체 부위를  

대체하거나 약화 또는 변형된 신체 부위를 지지하는 보철물이 포함됩니다. 

장루 및 비뇨기과 공급품 

Anthem은 장루 주머니, 소변 카테터, 배액 주머니, 관류 공급품 및 유착제를  

보장합니다. 편안함, 편이를 위한 또는 고급 장비 또는 기능을 위한 공급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리 치료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물리 치료 평가, 치료 계획, 치료, 교육, 자문 서비스  

및 국부성 마취제 도포를 포함한 물리 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폐 질환 재활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의사가 처방한 호흡 재활을 보장합니다. 

전문 요양 시설 서비스 

Anthem은 귀하에게 높은 수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문 요양 시설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숙련된 간호 관리를 하루  

24시간 제공하는 인가 받은 시설의 숙식을 포함합니다. 

언어 치료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언어 치료를 보장합니다. 언어 치료 서비스는 한 달에  

2회 서비스로 제한됩니다(2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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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서비스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또는 서비스가 재건 수술 기준을 충족할 때 혜택으로  

트랜스젠더 서비스(성별 확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임상 시험  

Anthem은 암 또는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예방, 감지 또는 치료와 관련이  

있고 미국 식약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는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MS)에서 수행하는 경우 제1상, 2상, 3상 또는 제4상 임상시험에  

허용되는 환자에 대한 일상적 환자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시험은 미국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DA, 국방부 또는 재향 군인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edi-Cal FFS 프로그램인 Medi-Cal Rx는 대부분의 외래환자 처방약을 

보장합니다. 추가 정보는 이 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외래환자 처방약’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검사실 검사 및 영상의학 서비스 

Anthem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검사실 검사 및 X-레이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CT 스캔, MRI 및 PET 스캔과 같은 다양한 고급 영상검사 절차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보장됩니다. 

예방, 웰니스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 

보험 보장 범위: 

▪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to Immunization Practices)에서 

추천하는 예방 접종 

▪ 가족계획 서비스 

▪ 미국 소아과학회 밝은 미래 정기 권고안 

▪ 미국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에서 

권고하는 여성용 예방적 서비스 

▪ 금연 서비스라고도 하는 금연 지원 

▪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 A & B등급에서 추천하는 예방적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는 가임기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자녀의 수와 출생 간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FDA에서 승인된 모든 피임 방법을 포함합니다. 가족계획 

서비스를 받기 위해 Anthem의 PCP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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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획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는 Anthem의 사전 승인(사전 허가)을 받지 않고  

Anthem 소속이 아닌 의사나 클리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계획과 관련이  

없는 네트워크 비소속 제공자의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5장을 읽으십시오. 아동 및 청소년 웰케어 20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예방 진료 

정보입니다.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은 근거 기반의 생활방식 변경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뇨병 전기로 진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의 발현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자격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2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생활방식 지원 및 기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동료 코치 제공 

▪ 자가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교육 

▪ 격려 및 피드백 제공 

▪ 목표 지원을 위한 정보 자료 제공 

▪ 목표 달성을 위한 일상적 체중 측정 추적 

가입자가 DPP에 참여하려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과 자격 요건은 Anthem 888-285-7801(TTY 711)로 전화해 주십시오. 

재건 서비스 

Anthem은 신체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교정 또는 복구하여 가능한 한 정상적인 외관을  

개선하거나 만드는 수술을 보장합니다. 신체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선천적 결함, 발달 

이상, 외상, 감염, 종양, 질병 또는 유방절제술 후 유방 재건으로 유발된 것입니다. 일부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보험 보장 범위: 

▪ 알코올 남용 선별검사 및 불법 약물 선별검사. 

 

카운티 전역의 치료 보장에 대해서는 이 장 뒷부분의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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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서비스 

보험 보장 범위: 

▪ 정 기 눈 검사 24개월에 1회, 당뇨병 환자와 같이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또는 더 자주 시행하는 눈 검사가 보장됩니다. 

▪ 안경은 24개월에 1회(안경테 및 렌즈), 유효한 처방전이 있을 때.  

▪ 처방이 변경되었거나 안경이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으며(수리 불가) 고의가 

아닌 경우 24개월 이내에 안경 교체. 귀하의 안경이 어떻게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는지 설명하는 메모를 저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표준 안경, 콘택트렌즈, 약물 또는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방해하는 수술(예: 연령 

관련 황반변성)로 교정되지 않는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저시력 장치. 

▪ 의학적으로 필요한 콘택트렌즈 - 콘택트렌즈 검사 및 콘택트렌즈는 안구 질병 

또는 질환(예: 귀가 없음)로 인해 안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수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에는 무홍채증, 무수정체증 및 

원추 각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 대한 교통편 혜택  

예약 장소까지 자동차,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치과,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및 약국 예약과 같은 

보장 적용 서비스에 대해 의료 교통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응급 의료 교통편 또는 

NEMT가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귀하의 필요에 

맞는 올바른 교통수단을 결정할 것입니다. 의사가 의료 교통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양식을 작성하여 처방하고 Anthem에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의학적 필요에 따라  

1년 동안 승인이 유효합니다. 또한 교통편 사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의사는 의료 

운송수단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12개월마다 재승인해야 합니다. 

의료 목적 교통편 는 앰뷸런스, 들것 수송 밴, 휠체어 밴 또는 항공 수송기입니다. 

Anthem은 귀하가 예약된 진료에 가기 위해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귀하의 의학적  

필요에 맞는 가장 저렴한 비용의 의료 목적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신체적 또는 의학적 이송이 휠체어 밴으로 가능할 경우 Anthem 구급차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학적 상태로 인해 특정 형태의 육상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항공 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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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교통편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신체적 또는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체적 또는 의학적으로 버스, 택시, 승용차 또는 

밴을 이용해 진료 예약 장소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거지, 차량, 치료 장소 간 이동하는  

데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의사가 비응급(일상적인) 예약을 위해 처방한 NEMT를 요청하려면, Anthem고객 서비스  

센터 888-285-7801(TTY 711)번으로 예약일로부터 영업일(월~금) 기준 최소 2일 전에  

전화하십시오. 급한 예약의 경우 최대한 빨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시 가입자 ID 

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의료 목적 교통편의 제한: Anthem은 예약을 이용할 수 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 제공자까지 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의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Medi-Cal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의료 목적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약 유형은 Medi-Cal로 보장되지만 건강 플랜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 Anthem  

이 교통편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보장 서비스 목록은 이 가입자 핸드북에 

있습니다. Anthem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지역 외부의  

교통편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의료 목적 교통편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Anthem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가입자 비용: Anthem에서 허가한 이송 수단은 가입자에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비의료 교통편 요청 방법  

귀하의 혜택에는 예약이 Medi-Cal 보장 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경우 예약 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료로 교통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자가 허가한 Medi-Cal 서비스 예약을 위한 이동 또는  

▪ 처방전 및 의료 공급품 수령. 

Anthem은 귀하가 Medi-Cal에서 보장한 서비스를 위한 진료 예약 일정을 따라  

이동할 때 승용차, 택시, 버스 또는 기타 대중/개인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hem은 귀하의 요구에 맞는 비의료 교통편의 가장 저렴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경우에 따라 Anthem은 귀하가 예약한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해 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차하기 전에 Anthe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스 등의  

기타 방법으로 승차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화를 통해 이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하고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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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환급에는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 운전자의 차량 등록 

▪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증명서 

승인된 서비스에 대한 승차를 요청하려면 888-285-7801(TTY 711)로 예약일로부터  

영업일(월~금) 기준 최소 2일 전에 연락하십시오. 긴급한 예약은 최대한 빨리 연락해야  

합니다. 전화 시 가입자 ID 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참고: 아메리카 원주민은 지역 건강 클리닉에 연락하여 비의료 교통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 수송 제한: Anthem은 예약을 이용할 수 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  

제공자까지 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비의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직접 운전을 하거나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Anthem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비의료 교통편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Medi-Cal이 보장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앰뷸런스, 소형 밴, 휠체어 밴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의료 목적 교통편이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 신체적 또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주거지, 차량, 치료 장소 간 이동하는  

데 운전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운전자의 도움 없이는 차량 안팎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이러한 서비스는 Medi-Cal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비용: Anthem에서 정한 이송 수단은 가입자에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기타 Anthem 보장 혜택 및 프로그램 

장기 의료 서비스 및 지원(MLTSS) 관리 

Anthem은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MLTSS 혜택을 보장합니다. 

▪ Anthem이 승인한 장기 간호 시설 서비스 

MLTSS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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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조율 

Anthem은 귀하의 의료상 필요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hem은 귀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Anthem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자녀의 건강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은 888-285-7801  

(TTY 711)로 연락하십시오. 

보건의료계획(CCI, Coordinated Care Initiative) 혜택 

보건의료계획(CCI, Coordinated Care Initiative)는 이중 자격 대상자(Medi-Cal과 Medicare 

모두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진료 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CI에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Cal MediConnect  

Cal MediConnect 프로그램은 Medicare 및 Medi-Cal의 이중 자격이 있는 수혜자를  

위한 진료 조율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Medi-Cal 및 Medicare 보험을 

보유하는 대신 단일 보험에 가입하여 모든 혜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질의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Anthem의 Cal MediConnect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다음 사항이  

보장됩니다. 

▪ 협력 제공자 네트워크. 

▪ 필요한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진료 코디네이터. 

▪ 건강 요구 및 치료 계획에 대한 맞춤형 검토. 

시설 장기 치료  

Anthem은 시설에 들어간 달과 그 이후 달에 대한 장기 치료를 보장합니다. 시설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경우 Anthem은 장기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FFS Medi-Cal은 귀하가 시설에 들어온 후 그 달보다 더 오래 지속하여 머무는 경우는 

보장합니다. 추가 정보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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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의료 서비스 및 지원(MLTSS) 관리 

Medicare와 Medi-Cal 또는 Medi-Cal에만 가입된 연로자 또는 장애인(SPD)에 대한 이중 

자격이 있는 개인은 MLTSS 및 Medicare 랩 어라운드 혜택을 포함한 Medi-Cal 혜택을 

받으려면 Medi-Cal 관리형 의료 건강 플랜에 가입해야 합니다.  

향상된 진료 관리 

Anthem은 고도로 복잡한 요구 사항이 있는 가입자를 위한 향상된 진료 관리(ECM)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ECM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이 되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다른 의사에게 받는 케어를 조정합니다. ECM은 

일차 치료, 급성 치료, 행동 건강, 발달, 구강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사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참조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ECM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them에도 전화하여  

ECM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ECM 자격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보장되는 ECM 서비스 

ECM 자격이 되는 경우 진료 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귀하를 전담하는 케어 팀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귀하와 귀하의 의사, 전문의, 약사, 사례 관리자, 사회 

복지사 및 기타 사람과 이야기하여 귀하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케어 코디네이터는 커뮤니티에서 다른 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M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봉사 활동 및 참여 

▪ 종합 평가 및 진료 관리 

▪ 향상된 진료 조정 

▪ 건강 증진 

▪ 종합 의료 과도기 진료 

▪ 가입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조정 및 진료 추천 

 

ECM이 귀하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귀하의 Anthem 담당 직원 또는  

의료 제공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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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비용 

귀하는 ECM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지원은 개별 케어 플랜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은 Medi-Cal 

State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의료적으로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 서비스 또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입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귀하가 이미 Medi-Cal 에 따라 받고 있는 혜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주택 이전 탐색 서비스  

▪ 주택 보증금  

▪ 주택 임대 및 유지 서비스  

▪ 단기 입원 후의 주택  

▪ 회복 치료(임시 의료)  

▪ 임시 서비스  

▪ 일일 재활 서비스  

▪ 간호 시설 이전/생활 보조 시설로 이전  

▪ 지역 사회 이전 서비스/간호 시설에서 집으로 이전  

▪ 개인 관리 및 가사 서비스  

▪ 환경 접근성 조정(집 개조)  

▪ 식사/의료 맞춤형 식사  

▪ 재활 센터  

▪ 천식 치료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지역사회 지원이 제공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888-285-7801 

(TTY 711) 또는 의료 제공자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주요 장기 이식 

21세 미만의 아동의 이식 

주법에 따르면 이식이 필요한 아동은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CCS)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CS 프로그램에 의뢰해야 합니다. 아동이 CCS 

자격이 있는 경우, CCS는 이식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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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Anthem은 평가를 위해 아동을 적법한 이식 센터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식 센터에서 이식이 필요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Anthem이  

이식 및 관련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21세 이상 성인을 위한 이식 

의사가 주요 장기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Anthem이 평가를 위해 적법한  

이식 센터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식 센터에서 이식이 필요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Anthem이 이식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Anthem이 보장하는 주요 장기 이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골수 

▪ 심장 

▪ 심장/폐 

▪ 신장 

▪ 신장/췌장 

▪ 간 

▪ 간/소장 

▪ 폐 

▪ 콩팥 

▪ 소장 

기타 Medi-Cal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의료행위별 수가제(FFS) Medi-Cal 또는 기타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 

Anthem이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으나, 이 경우 FFS Medi-Cal 또는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hem은 귀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Anthem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섹션에 해당 서비스 목록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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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래 처방약 

Medi-Cal Rx로 보장되는 처방약 

약국에서 제공하는 처방은 Medi-Cal FFS 프로그램인 Medi-Cal Rx의 보장을 받습니다. 

진료소나 클리닉에서 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일부 의약품은 Anthem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귀하에게 Medi-Cal Rx 계약 의약품 목록에 있는 약품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약품이 계약 의약품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Medi-Cal Rx는 승인 요청을 24시간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외래 약국의 약사 또는 병원 응급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응급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edi-Cal Rx는 외래 약국에서 제공한 응급  

의약품 비용을 지불합니다. 

▪ Medi-Cal Rx는 비응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가입자에게  

거부 사유를 적은 서신을 보냅니다. 또한 가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줍니다. 6장의 ‘불만 사항’절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불만 제기  

및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의약품이 계약 의약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계약 의약품 목록 사본을 받으시려면  

Medi-Cal Rx에 800-977-2273(TTY 800-977-2273과 5 또는 711을 누름)번으로  

전화하거나, Medi-Cal Rx 웹사이트https://medi-calrx.dhcs.ca.gov/home을 

방문하십시오. 

약국 

처방약을 조제 받거나 다시 조제 받는 경우 반드시 Medi-Cal Rx와 제휴한 약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Medi-Cal Rx와 제휴한 약국 목록은 https://medi-calrx.dhcs.ca.gov/home의 

Medi-Cal Rx 약국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i-Cal Rx 800-977-2273  

(TTY 800-977-2273과 5 또는 711을 누름)번으로 전화하여 인근 약국이나 처방전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약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약국을 선택하면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져가십시오. 담당 의사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 처방전과 함께 귀하의 Medi-Cal 혜택 신원 카드(BIC)를 

제출하십시오. 약국에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처방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약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di-calrx.dhcs.ca.gov/home
https://medi-calrx.dhcs.ca.gov/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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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Anthem 에서 약국까지 가는 교통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핸드북의 ‘교통편 혜택’을 참조하십시오.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일부 정신 건강 서비스는 Anthem 대신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에서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의학적 필요 규칙을 충족하는 Medi-Cal 가입자에 대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가 포함됩니다. SMHS에는 다음과 같은 외래 환자, 거주 및 입원  

환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래 환자 서비스: 

▪ 정신 건강 서비스(평가, 계획 수립, 

치료, 재활 및 보조 서비스) 

▪ 의약품 지원 서비스 

▪ 일일 치료 집중 서비스 

▪ 일일 재활 서비스 

▪ 위기 중재 서비스 

▪ 위기 안정화 서비스 

▪ 집중적인 케이스 관리 서비스 

▪ 치료 행동 서비스(21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 보장) 

▪ 집중 진료 조율(ICC) (21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 보장) 

▪ 집중 가정 기반 서비스(IHBS) 

(21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 보장) 

▪ 치료적 위탁 보호(TFC) (21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보장) 

 

 

 

주거형 서비스: 

▪ 성인 주거형 치료 서비스 ▪ 위기 상황 주거형 치료 서비스 

 

입원 환자 서비스: 

▪ 급성 정신 질환 입원 환자 병원 

서비스  

 

 

▪ 정신 질환 입원 환자 병원 전문가 

서비스  

▪ 정신 질환 건강 시설 서비스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이 제공하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에 전화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온라인으로 찾으려면 dhcs.ca.gov/individuals/Pages/MHPContactList.aspx를 

방문하십시오. 

https://maximus365-my.sharepoint.com/personal/ryanabates_maximus_com/Documents/Documents/MAXIMUS%20CHL/2020/CA%20DHCS%20Model%20Handbook/2022%20Handbook%20Files/www.dhcs.ca.gov/individuals/Pages/MHPContact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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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 

카운티는 의학적 필요성 규칙을 충족하는 Medi-Cal 가입자에게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질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대해 확인된 가입자는 치료를  

위해 담당 카운티 부서로 의뢰됩니다. 모든 카운티의 전화번호를 온라인으로 

찾으려면https://dhcs.ca.gov/individuals/Pages/SUD_County_Access_Lines.aspx를 

방문하십시오.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CCS) 

CCS는 특정 건강 상태, 질병 또는 만성 건강 문제가 있고 CCS 프로그램 규정을 

충족시키는 21세 미만의 어린이를 치료하는 Medi-Cal 프로그램입니다. Anthem이나  

PCP가 귀하의 자녀가 CCS에 부합되는 조건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격 평가를 

위해 CCS 카운티 프로그램으로 의뢰합니다.  

카운티 CCS 프로그램 직원은 귀하의 자녀가 CCS 서비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Anthem은 CCS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러한  

유형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CCS 제공자가 CCS 조건에 맞게 자녀를 

치료합니다. Anthem은 신체검사, 백신, 건강 검진 등 CCS 조건과 관련 없는  

유형의 서비스를 계속 보장합니다.  

Anthem은 CCS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CS가 이러한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CCS는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및 장비를 승인해야 

합니다.  

CCS는 모든 건강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CS는 신체적 장애나 약, 수술 또는 

재활로 치료해야 하는 대부분의 건강 상태를 보장합니다. CCS는 다음과 같은 건강 

상태에 있는 어린이의 치료를 보장합니다.  

▪ 선천적 심장 질환  

▪ 암  

▪ 종양  

▪ 혈우병  

▪ 겸상 적혈구성 빈혈  

▪ 갑상선 문제  

▪ 당뇨병  

▪ 심각한 만성 신장 문제  

▪ 간 질환  

▪ 장 질환  

▪ 구순 구개열  

▪ 이분척추  

▪ 청력 상실  

▪ 백내장  

▪ 뇌성 마비  

▪ 특정 상황에서 발작  

▪ 류마티스관절염  

▪ 근이영양증  

▪ AIDS  

▪ 중증 두부, 뇌 또는 척추 손상  

▪ 중증 화상  

▪ 심하게 비뚤어진 치아 

http://www.dhcs.ca.gov/individuals/Pages/SUD_County_Access_Lin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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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에서 CCS 서비스에 대해 지불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CCS 프로그램 서비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Anthem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CCS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CCS 웹 페이지 

https://www.dhcs.ca.gov/services/ccs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Anthem 또는 Medi-Cal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 
Anthem 및 Medi-Cal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실험적 서비스 

▪ 수태력 보존 

▪ 체외 수정(IVF) 

▪ 주택 개조 

▪ 차량 개조 

▪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 수술 

Anthem은 의학적 필요한 경우 비혜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 제공자는  

비혜택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유와 함께 Anthem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로 전화하십시오. 

신기술 및 기존 기술 평가  
항상 최신 치료 및 장비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당사의 의료 책임자 및 제공자는 최신 의학적 변화를 모두  

살펴봅니다. 다음을 살펴봅니다.  

▪ 의학적 치료 및 서비스. 

▪ 행동 건강 치료 및 서비스. 

▪ 의약품. 

▪ 장비 

 

가장 최신의 의학 및 과학 저술도 읽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합니다. 

▪ 변화가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지. 

▪ 이러한 변화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거나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지. 

 

이 작업은 새 치료 또는 진료가 귀하의 혜택에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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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 및 청소년  
웰 케어 

21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가입자는 가입 즉시 특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예방, 치과, 정신 건강, 발달 및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소아과 서비스(21세 미만의 아동) 
21세 미만의 가입자는 필요한 치료를 보장받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결함을 치료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신체적, 정신적 진단이 포함됩니다. 

보장되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사항: 

▪ 아동 건강검진 및 청소년 검진(중요 아동 방문 필요) 

▪ 예방 접종 

▪ 정신 건강 서비스(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는 카운티에서 보장됨) 

▪ 혈중 납 중독을 포함한 실험실 검사 

▪ 건강 및 예방 교육 

▪ 시력 서비스 

▪ 치과 서비스(Medi-Cal 치과로 보장됨) 

▪ 청각 서비스(자격이 되는 CCS에 의해 보장됨) Anthem CCS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초기 및 정기 검사, 진단 및 치료(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EPSDT)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소아과 의사의 밝은 미래(Bright Futures) 

지침에서 권장하는 EPSDT 서비스는 무료로 보장되어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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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아동 건강 검진 및 예방 진료 
예방 진료에는 정기 건강 검진, 의사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검사,  

질병,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발견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정기 검진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담당하는 의사가 문제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에는 의학적, 치과, 시력, 청력, 정신 건강 및 모든 약물 남용 장애가 

포함됩니다. Anthem은 귀하 또는 귀하의 정기 검진 중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검진(혈중 납 수치 평가 포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예방 치료는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필요한 주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nthem은 모든 건강 관리 방문 시점에 가입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 치료 서비스 및 선별검사는 사전 승인(사전 허가)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귀하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연령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출생 후 2~4일 이내 

▪ 1개월 

▪ 2개월 

▪ 4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15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세부터 20세까지 1년에 1회

웰-아동 건강 검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완전한 이력 및 신체 전체 검사 

▪ 나이에 적절한 주사(캘리포니아는 미국 소아과학회 밝은 미래 정기 일정을 따름)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검사 

▪ 혈중 납 중독을 포함한 실험실 검사 

▪ 건강 교육 

▪ 시력 및 청력 검사 

▪ 구강 건강 검사 

▪ 행동 건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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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또는 선별검사 중에 신체적 문제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울 수 있는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Anthem이 치료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 Anthem은 무료로 치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사, 전문 간호사 및 병원 진료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주사 

▪ 물리치료, 언어치료 및 작업치료 

▪ 재택 의료 서비스로 의료 장비, 공급품 및 기구 포함 

▪ 안경을 포함한 시력 문제 치료 

▪ CCS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청기를 포함한 청력 문제 치료 

▪ 자폐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발달장애에 대한 행동 건강 치료 

▪ 사례 관리 및 건강 교육 

▪ 선천적 결함, 발달 이상, 외상, 감염, 종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교정하거나 복원하여 기능을 개선하거나 정상적인 외모를 만드는 재건 

수술 

혈중 납 중독 검사 
Anthem에 가입된 모든 아동은 12~24개월 사이에 혈액 납 중독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6~72개월 사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웰 케어 서비스 도움 
Anthem은 21세 미만의 가입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Anthem, 진료 코디네이터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려줍니다. 

▪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제공자 또는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아동이 예약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의료 목적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 다음과 같이 FFS Medi-Cal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조정 진료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치과 문제 치료(치과교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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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별 수가제(FFS) Medi-Cal 또는 기타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타  
서비스 

치과 검진  

매일 수건으로 아기의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 잇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약 

4~6개월이 되면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첫 치과  

방문은 첫 이가 나오고 직후 또는 첫 번째 생일 중 더 빠른 날짜에 예약해야 합니다 

다음의 Medi-Cal 치과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서비스입니다. 

1~4세 아기 

▪ 아기의 첫 치과 방문 

▪ 아기의 첫 치과 검사 

▪ 치과 검진(6개월마다 검진하고, 

출생 후 3세부터는 3개월마다 

검진함) 

▪ X-레이 

▪ 치아 세정(6개월마다) 

▪ 불소 바니시(6개월마다) 

▪ 충진 

▪ 치아 제거 

▪ 응급 서비스 

▪ 외래 환자 서비스 

▪ 진정제(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5~12세 어린이 

▪ 구강 검사(6개월마다) 

▪ X-레이 

▪ 불소 바니시(6개월마다) 

▪ 치아 세정(6개월마다) 

▪ 어금니 실란트 

▪ 충진 

▪ 치근관 치료 

▪ 응급 서비스 

▪ 외래 환자 서비스 

▪ 진정제(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13~17세 어린이 

▪ 구강 검사(6개월마다) 

▪ X-레이 

▪ 불소 바니시(6개월마다) 

▪ 치아 세정(6개월마다) 

▪ 해당되는 경우 치과교정(치아 

교정기) 

▪ 충진 

▪ 크라운 

▪ 치근관 치료 

▪ 치아 제거 

▪ 응급 서비스 

▪ 외래 환자 서비스 

▪ 진정제(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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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거나 치과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Medi-Cal 치과 프로그램  

800-322-6384(TTY 800-735-2922 또는 711)로 연락하십시오. 귀하는 Medi-Cal 치과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s://smilecalifornia.org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방 교육 진료 추천 서비스 

자녀가 학교에 어울리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걱정된다면 자녀의 일차 진료 

제공자, 교사 또는 학교 행정관과 상담하십시오. Anthem이 보장하는 의료 혜택 외에도  

자녀가 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성 및 언어 서비스 

▪ 심리학적 서비스 

▪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보조 공학 

▪ 사회 복지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학교 간호사 서비스 

▪ 통학 교통편 

이러한 서비스는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녀 담당 의사및 교사와 함께 자녀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https://smilecaliforn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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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만 제기 및 해결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불만(또는 고충)은 귀하가 Anthem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문제가  

있거나 제공자로부터 받은 진료 또는 치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이의 제기는 귀하의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한 Anthem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귀하는 Anthem에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하여 귀하의 문제를 당사에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법적 권리 및 구제 방법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당사에 

제기한 불만에 대해 귀하를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귀하의 문제를  

알게 되면 모든 가입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당사에 알리려면 항상 먼저 Anthem에 연락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는 

언제든지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표준시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문제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귀하의 고충이나 이의가 30일이 지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관리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로 연락하여 불만에 대한 검토 또는 독립 의료 심사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MHC 888-466-2219(TTY 877-688-9891 또는 711)로 전화하시거나  

DMHC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dmhc.ca.gov.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Medi-Cal 

관리 의료 옴부즈맨 사무소(Medi-Cal Managed Care Ombudsman)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에 가입, 변경 또는 탈퇴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한 후 Medi-Cal을 새 카운티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888-452-8609번으로 Ombudsman에 전화하십시오. 

또한 Medi-Cal 자격 여부에 대해 카운티 자격 사무소에 고충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888-285-7801(TTY 711)로 

전화하십시오. 

추가 건강 플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려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사이에 800-541-555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s://www.dmhc.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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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불만(또는 고충)은 Anthem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입니다. 불만 제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불만은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Anthem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Anthem 

수신자 부담 전화 888-285-7801(TTY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Anthem  

ID 번호, 이름 및 불만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 우편: 888-285-7801(TTY 711)번으로 Anthem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하여  

양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 주십시오. 불만 사항에 

대해 이름, Anthem ID 번호 및 불만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귀하를 도울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보내실 주소: 

수신: Grievance Coordinator 

Anthem Blue Cross 

P.O. Box 60007 

Los Angeles, CA 90060-0007 

담당 의사의 진료실에 불만 제기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Anthe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anthem.com/ca/medi-cal에  

접속하십시오.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불만 제기 후 5일 이내에 당사에서 접수 확인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30일 이내에 당사는 

귀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 주는 또 다른 편지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의료 

보장 범위, 의료적 필요성 또는 실험적 치료나 임상시험용 치료에 대한 불만 이외의 

불만을 Anthem에 전화로 제기한 후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에 불만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귀하의 생명, 건강 또는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신속한(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려면 888-285-7801 (TTY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불만 사항 처리 방법과 불만 사항 신속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해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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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Rx 약국 혜택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Anthem 고충 처리 절차의 대상이  

아니거나 독립적인 의료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자는 Medi-Cal Rx 약국 혜택에  

대한 불만 사항을 800-977-2273(TTY 800-977-2273과 5 또는 711)번으로 전화하거나  

https://medi-calrx.dhcs.ca.gov/home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Medi-Cal  

Rx가 적용되지 않는 약국 혜택 관련 불만 사항은 독립적인 의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MHC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는 888-466-2219번이며 TTY라인은  

877-688-9891번입니다. DMHC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독립적인 의료 심사/불만  

양식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mhc.ca.gov.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불만 사항과 다릅니다. 이의 제기는 Anthem에 요청된 서비스에 대한  

보장 결정을 심사 및 변경하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당사는 서비스 거부, 지연, 변경 또는 

종료를 알리는 조치 통지서(NOA)를 귀하에게 보내고, 귀하가 당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CP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도 귀하의 서면 

허가를 통해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귀하가 Anthem으로부터 NOA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역일로 6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감소, 지연 또는 중단하기로 당사가 

결정하는 경우, 가입자는 이의 제기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결 보조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미결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귀하는 

NOA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서비스 중단 날짜 중 더 늦은 날짜 이전에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 제기를 요청하면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화: Anthem에 888-285-7801(TTY 711) 오전 7시~오후 7시에 전화하여  

귀하의 이름, 건강 플랜 ID 번호 및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서비스를 

알려주십시오. 

▪ 우편: 888-285-7801(TTY 711)번으로 Anthem에 전화해 양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양식을 받으면 작성해 주십시오. 이름, Anthem, ID 번호 및  

이의를 제기하려는 서비스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보내실 주소: 

수신: Grievance Coordinator 

Anthem Blue Cross 

P.O Box 60007 

Los Angeles, CA 90060-0007 

https://medicalrx.dhcs.ca.gov/home
https://www.dmhc.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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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진료실에 이의 제기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Anthe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anthem.com/ca/medi-cal에  

접속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결 보조금 지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의 제기 5일 이내에 당사에서 접수 확인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결정을 알리고 이의 제기 해결 통지(NAR)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리지 않으면 주 청문회 및 IM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공청회를 먼저 요청했으며 공청회가 이루어진 경우 IMR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 공청회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귀하의 이의 사항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귀하의 생명, 건강 또는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 또는 담당 의사가 당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신속한(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려면  

888-285-7801(TTY 7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당사는 귀하의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의 제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기를 요청한 후 Anthem 으로부터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NAR 서신을 

받거나 NAR 서신을 받지 못한 채 30 일이 지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사회 보장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에  

주 공청회를 요청하면 판사가 귀하의 케이스를 심사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관리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에 독립 의료 심사/불만 양식을 제출하여 Anthem  의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DMHC 에 독립 의료 심사(IMR)를 요청하십시오. DMHC 에서  

IMR 을 진행하는 동안 Anthem  과 관련이 없는 외부의 의사가 귀하의 케이스를 

심사합니다. DMHC 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는 888-466-2219 이고 TTY 라인은  

877-688-9891  입니다. DMHC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독립적인 의료  

심사/불만 양식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mhc.ca.gov. 

가입자는 주 공청회 또는 IMR 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dmhc.ca.gov/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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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주 공청회와 IMR 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공청회를 먼저 

요청했으며 공청회가 이루어진 경우 IMR 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  

공청회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아래 섹션에 주 공청회 또는 IMR 요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Medi-Cal Rx 약국 혜택과 관련된 불만 및 이의 제기는 Anthem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Medi-Cal Rx 약국 혜택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이의 제기는 800-977-2273  

(TTY 800-977-2273를 누르고 5 또는 711을 누름)에 월요일-금요일, 태평양 시간으로 

오전 8시~오후 5시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Medi-Cal 

Rx가 적용되지 않는 약국 혜택 관련 불만 및 이의 제기는 독립 의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edi-Cal Rx 약국 혜택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l Rx 약국 혜택 결정은 DMHC의 IMR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보건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의 불만 및 독립 의료심사(IMR)  

IMR은 건강 플랜과 관련이 없는 외부 심사자가 귀하의 케이스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IMR을 원하는 경우, 먼저 Anthem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역일로 30일 이내에  

건강 플랜에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건강 플랜의 결정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IM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결정을 알리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IMR을 요청해야 하지만, 주 청문회 요청에는 역일로 120일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IMR 및 주 청문회를 바라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 단, 주 공청회를 

요청하여 공청회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IMR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 공청회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의 제기를 먼저 하지 않고 IMR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입니다.  

DMHC에 대한 불만사항이 IMR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DMHC는 계속 귀하의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Anthem의 결정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Anthem은 DMHC의 IMR을 준수하고 결정을 검토합니다. 

IMR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충’이라는 용어는 ‘불만’및 ‘이의제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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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관리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는 

의료 서비스 보험을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 플랜에 대한 고충이 있는 경우, 부서로 

연락하기 전 먼저 귀하의 건강 플랜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하여 건강  

플랜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법적 권리와 구제책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응급 상황과 관련된 

고충이나 건강 플랜에 의해서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고충 또는 30일 이상 동안 

미해결된 고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 의료 심사(IMR)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IMR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MR 절차는 제안된 서비스 또는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건강 

플랜이 내린 의학적 결정, 실험적 또는 시험적 치료에 대한 보장 결정 및 응급 또는 긴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분쟁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888-466-2219)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TDD 회선(877-688-9891)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dmhc.ca.gov에는 불만 

제기 양식, IMR 신청서 및 설명서가 있습니다. 

주 공청회 

주 공청회는 캘리포니아 사회 보장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DSS)(CDSS)측 담당자와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판사가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Anthem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Anthem에  

이미 이의 제기를 요청했으나 의사 결정 사항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30일 후에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 공청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NAR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역일로 120일 이내에 주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미결 보조금 지급을 했고 주정부 공청회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귀하가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NAR 서신을 받고 10일 이내에 또는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당사가 말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 이전에 주정부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주 공청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결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nthem에 오전 7시에서~오후 7시에  

888-285-7801 (TTY 711)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711로 전화하십시오. PCP도 귀하의 서면 허가를 통해 주 공청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귀하는 항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주정부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dmhc.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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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귀하의 서비스에 대해 귀하에게 정확히 또는 제시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도 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주된 

소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간주된 소진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NOA 서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한 경우. 

• NOA 서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NAR 서신에서 실수를 한 경우. 

• 30 일 이내에 귀하의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귀하의 케이스를 긴급하다고 

결정했으나 72 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주 공청회는 전화나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800-952-5253(TTY 800-952-8349 또는 711)번으로  

CDSS Public Response Unit에 연락하십시오. 

▪ 우편: 이의 제기 결정 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보내실 주소: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State Hearings Division  
P.O. Box 944243, MS 09-17-37  
Sacramento, CA 94244-2430  

주 공청회에 요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88-285-7801(TTY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공청회에서 귀하는 귀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의 입장을 대변할 

것입니다. 판사가 귀하의 케이스에 판결을 내리는 데는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Anthem은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 공청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귀하의 생명, 건강 또는 기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DSS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PCP가 CDSS에 연락하여 

신속한(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DSS는 Anthem으로부터 귀하가 작성한 

케이스 파일을 받은 뒤 반드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기 행위, 낭비 및 남용 

제공자 또는 Medi-Cal을 받는 사람이 사기 행위, 낭비 또는 남용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밀 수신자 부담 번호 800-822-6222번으로 전화하거나  

https://www.dhcs.ca.gov에서 온라인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여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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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사기 행위, 낭비 및 남용 신고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조작된 의무 기록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약물 처방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 

▪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전문가가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전문 서비스 요금 청구  

▪ 가입자가 선택한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입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품목 및 서비스 제공 

▪ 가입자 모르게 가입자의 일차 진료의를 변경하는 행위 

혜택을 받는 사람의 사기, 낭비 및 남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건강 플랜 ID 카드 또는 Medi-Cal 혜택 신원 카드(BIC)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 한 명 이상의 제공자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치료 또는 의약품을 받는 행위 

▪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에 가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건강 플랜 ID 번호 사용 

▪ 비의료 관련 서비스 또는 Medi-Cal이 보장하지 않거나 의료 예약 또는 받을 

처방전이 없는 경우의 의료 및 비의료 교통편 차량 이용 

사기, 낭비 및 남용을 신고하려면 사기, 낭비 또는 남용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 주소 및 ID 

번호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전화번호나, 제공자인 경우 전문 분야 같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주십시오. 사건 발생 날짜와 정확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 주십시오. 

다음 주소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우편:  수신: Special Investigations Unit (SIU) 

 Anthem Blue Cross 

 21215 Burbank Blvd. 

 Woodland Hills, CA 91367 

 

전화:  Anthem SIU 사기 핫라인: 888-231-5044(TTY 711) 

 또는 Anthem 고객 서비스 센터에 888-285-7801(TTY 711)번으로  

월요일~금요일, 태평양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에 문의하십시오



 

888-285-7801 (TTY 711)번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Anthem 업무 시간은 월~금, 태평양 표준시 오전 7시~오후 7시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선(California Rela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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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입자의 권리와 
책임 

Anthem 가입자로서, 귀하는 특정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집니다. 이 장은 이러한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는 Anthem 가입자로서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다음은 Anthem의 가입자로서 귀하의 권리입니다. 

▪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의료 정보의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적절히 고려되는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을 권리.  

▪ 조직, 보장된 서비스, 의사 및 제공자를 포함한 보험 및 그 서비스, 가입자의 귄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Anthem의 가입자 권리 및 책임 정책에 대해 권장할 권리.  

▪ Anthem 네트워크 소속 일차 치료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네트워크 제공자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치료 거절 권리를 포함하여 본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제공받은 서비스 혹은 본 기관에 대한 고충을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표명할 권리. 

▪ 진료 조율을 받을 권리. 

▪ 서비스나 혜택을 거부, 연기, 제한하기 위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무료로 지역 법률 지원국이나 기타 단체에서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 

▪ 사전 지시서를 작성할 권리. 

▪ 서비스 또는 혜택이 거부되고 Anthem에 이미 이의 제기를했지만 여전히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속 심리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정보를 포함하여 

30일 후에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주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 

▪ Anthem에서 탈퇴하고 요청 시 카운티의 다른 건강 플랜으로 변경할 권리. 

▪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 액세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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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fare &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82 (b)(12)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무료 

서면 가입자 정보 자료를 적시에 요청한 기타 형식(점자, 대형 활자 출력, 오디오, 

전자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 강압, 훈육, 편의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통제나 격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비용 또는 보장 범위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한 치료 옵션 및 대안에 대한 정보를 

귀하의 상태에 적합하고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논의할 권리.  

▪ 미 보건성 규정 45 §164.524 및 164.526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인의 의무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고 허용되는 바에 따라수정 또는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이러한 권리를 Anthem, 제공자 또는 주 정부에 의해 불리한 영향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  

▪ 연방법에 따라 Anthem 네트워크 밖의 가족계획 서비스, 자립형 출생센터, 연방  

자격 보건센터, 인디언 보건 클리닉, 조산사 서비스, 지방 보건센터, 성매개 감염 

서비스 및 응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모국어 또는 대체 형식으로 된 무료 서면 보험 자료를 받을 권리. 

▪ Anthem으로부터의 문자 전달을 거부할 권리.  

 

귀하의 책임 
Anthem 가입자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모든 제공자 및 직원을 정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책임. 귀하는 방문 

24 시간 전 또는 예약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을 위해 의사의 진료실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 모든 제공자와 Anthem 가능한 정확한 정보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책임. 

▪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문제가 중대한 상태가 되기 전 담당 의사에게 
알릴 책임. 

▪ 의사 방문 시 Anthem ID 카드를 소지할 책임. 

▪ 이 건강 플랜의 규칙을 익히고 준수할 책임. 

▪ 이 건강 플랜과 귀하가 제공받는 서비스 유형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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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가 귀하를 귀하의 연령, 성별, 인종, 국적, 문화, 언어, 성적 취향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차별할 수 없음을 인지할 책임.  

▪ 의사와 함께 건강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목표를 개발하고  

동의하며, 건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의하는 치료  

계획과 지침을 따를 책임. 

▪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과 그 실무자 그리고 의료 제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가능한 한까지) 제공할 책임. 

▪ 의사와 합의한 치료 계획과 지침을 따를 책임. 

▪ 그들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가능한 한 상호 합의된 치료 목표를 개발하는  

데 참여할 책임. 

▪ 의료 관리 사기 또는 불법 행위를 Anthem 에 신고할 책임. 이름을 밝히지 않고  

Anthem 준수 헬프라인에 수신자 부담으로 800-400-4889 에 전화하고,  

lacare.ethicspoint.com 에 방문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Medi-Cal 사기 및 남용 

핫라인 수신자 부담 전화 800-822-622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비차별 통지 
차별은 법에 저촉됩니다. Anthem은 주 및 연방 민권법을 준수합니다. Anthem은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 국가, 민족 그룹 구별, 연령,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상태, 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배제하거나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Anthem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 및 서비스 제공: 

o 공인 수화 통역 서비스 

o 다른 형식으로 된 서면 정보(큰 활자, 오디오,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  

및 기타 형식) 

▪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언어 서비스: 

o 전문 통역사 

o 다른 언어로 작성된 정보 

 

 

http://lacare.ethicspo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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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에 고객 서비스  

센터 수신자 부담 전화 888-285-7801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청각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TTY 711로 전화해 주세오. 요청 시 이 문서는 점자, 대형 

활자체, 오디오 카세트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형식  

중 하나로 사본을 발급받으려면 전화하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Anthem Blue Cross 

P.O. Box 9054 

Oxnard, CA 93031-9054 

888-285-7801(TTY 711) 수신자 부담 전화,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고충 제기 방법 

Anthem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  

국가, 민족 그룹 구별, 연령,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상태, 성,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근거로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hem의 고충사항 코디네이터에게 고충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 제기를 전화, 서면, 직접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Anthem에 월요일 및 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에 수신자 부담  

전화 888-285-780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청각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편지: 불만사항 접수 양식을 기입하거나 편지를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전송하십시오. 

 

Grievance Coordinator 

Anthem Blue Cross 

P.O. Box 9054 

Oxnard, CA 93031-9054 

 

▪ 직접 방문: 담당 의사의 진료소 또는 Anthem에 방문하여 고충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 전자 수단: Anthem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을 방문하십시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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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무국 –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인권 사무국에 전화, 편지 또는 

전자수단을 이용하여 민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916-440-737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언어나 청각 장애가 있을  

경우, 711번(의사소통 중계 서비스로 전화해 주십시오. 

▪ 편지: 불만사항 접수 양식을 기입하거나 편지를 다음 주소로 전송하십시오. 

Deputy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Office of Civil Rights 

P.O. Box 997413, MS 0009  

Sacramento, CA 95899-7413 

 

불만사항 접수 양식은 https://www.dhcs.ca.gov/Pages/Language_Access.aspx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 수단: CivilRights@dhcs.c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인권 사무국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전화, 편지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인권 

사무국에 민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800-368-101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언어나 청각 장애가 있을 경우  

TTY 800-537-7697 또는 711로 전화하여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편지: 불만사항 접수 양식을 기입하거나 편지를 다음 주소로 전송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불만사항 접수 양식은 https://www.hhs.gov/ocr/complaints/index.html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 수단: 인권 사묵국 불만 포털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dhcs.ca.gov/Pages/Language_Access.aspx
mailto:CivilRights@dhcs.ca.gov
https://www.hhs.gov/ocr/complaints/index.html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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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로서 참여하는 방법 
Anthem은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 분기마다 Anthem은 한 해 동안 잘한  

점과 Anthem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를 가집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가입자를 초청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L.A. Care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 

Anthem의 가입자로서, 귀하는 L.A. Care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Care는 Los Angeles 카운티 내에 11개의 지역사회 자문위원회(RCAC)를 갖고 

있습니다(RCAC는 ‘랙’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그룹은 Los Angeles 카운티 내 가입자, 

제공자 및 건강 관리 옹호자(advocate)로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가입자들에게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L.A. 의료(Board of Governors)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경우 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L.A. Care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합니다. 

▪ L.A. Care 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Los Angeles 카운티 전역의 11 개 RCAC 지역에서 L.A. Care 눈과 귀의 역할 수행. 

▪ 해당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건강 정보 제공. 

 

귀하가 이 그룹의 일원이 되고 싶은 경우 888-522-273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온라인 lacare.org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L.A. Care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L.A. Care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회의에는 누구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lacare.org에서 확인하고 업데이트 사항의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 위원회 

Anthem 에는 공공 정책 자문 위원회(Public Policy Committee)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1 년에 4 번 만나며 네트워크 내 참여와 Anthem Medi-Cal  

가입자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가입자는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http://lacare.org
http://la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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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의료 커뮤니티 리더와 협력.  

▪ Anthem 고위 간부와 협력.  

▪ Anthem 이 서비스와 배달, 봉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추천. 

▪ 문화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문헌 검토. 
  

모든 Anthem 가입자의 가입을 권장하고 가입자의 부모와 간병인이 포함될  

수 있음. 참여 가입자는 기프트 카드를 받을 자격 또한 갖춤.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합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입자 서비스에 800-227-3238 

(TTY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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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A 개인정보 보호 관행 고지 
본 통지의 원 발효일은 2003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최신 개정 날짜는 이 통지 바닥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Anthem 건강 플랜(Anthem)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는 공공 기관인 Los Angeles  

카운티의 지역 이니셔티브 보건 당국는 주, 연방 및 상업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과 

보장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Anthem은 California 주의 관행 고지,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  

관행 고지를 포함하여 가입자의 PHI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대한 가입자의 권리와  

L.A. Care의 책임 일부를 가입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가입자의 PHI가  

사용 및 공유될 수 있는 방식이 명시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재됩니다. 

주법에 따라 추가적 또는 더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통지문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 가입자의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PHI를 공유하기 전에 가입자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가입자의 승인 없이 PHI를 공유해도 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입자의 PHI를 확인하고 변경할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가입자의 건강과 재정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법률에는 당사가  

PHI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가입자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현재 가입되어 있거나 이전에 가입자였다면 가입자의 정보는 

안전합니다. 
 

당사는 건강 플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후 Medicaid 및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대해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료에 대해 승인하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의사, 병원, 실험실 및 의원으로부터 건강 

정보를 받게 됩니다. 
 

연방 법률에서는 가입자가 당사에 서면으로 진술한 정보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PHI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해야 할 일을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당사는  

PHI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류의 경우(‘물리적 정보’라고 함), 당사는: 

– 사무실과 파일을 안전하게 잠급니다. 

–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도록 건강 정보가 수록된 종이를 파기합니다. 

•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기술적 정보’라고 함), 당사는: 

–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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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당사, 의사 또는 주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듭니다(정책 및 절차라고 함). 

– 당사 근무자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합니다. 
 

가입자의 PHI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당사는 가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의료를 돕거나 비용 지급을 위해 가입자의 

PHI를 가족 또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당사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의료를 위해 

– 의사, 병원 등이 가입자에게 필요한 케어를 하도록 돕기 위해 

• 지불, 의료 수술 및 치료를 위해 

– 당사에 케어 비용을 청구한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정보 공유를 위해 

– 의료 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이에 대한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전달하기 

위해(허가 또는 사전 승인 전에 전화) 

– 당사 프로그램을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 가입자를 

지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 

출처로부터 PHI를 얻을 수 있으며 건강 정보 교환에 비용 지불, 의료 운영 및 

치료에 대해 PHI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추가  

정보는 anthem.com/ca/privacy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공중 위생 목적을 위해 

– 감사, 사기 및 남용 예방 프로그램, 계획 및 일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 공중 위생 목적을 위해 

– 공중 위생 기관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 가입자의 케어를 지원하거나 지급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 

– 가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의료를 돕거나 지급을 위해 가족 또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사람과 공유 

– 가입자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없고 가입자를 위해 최선인 경우 가입자의 의료를 

지원하거나 지급하는 사람들과 공유. 

 

아래 나열된 가입자의 케어, 지불, 일상 업무, 연구 또는 기타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PHI를 이용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가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자에 대한 

의사의 정신 요법 결과를 공유하기 전에 가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자는 서면 승인의 취소를 서면으로 당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했거나 공유한 것을 소급하여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PHI 사용이나 

공유를 중지할 것입니다. 

 

https://www.anthem.com/ca/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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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PHI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경우 또는 법이 당사가 가입자의 PHI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경찰 및 사람들이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 학대와 방임을 신고하기 위해 

• 요청을 받았을 때 법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 법적 문서에 답변하기 위해 

•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위해 보건 감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검시관, 의학적 검시자 또는 장의사가 가입자의 이름 및 사망 원인을 찾도록 돕기 위해 

• 가입자의 신체 일부를 과학 분야에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돕기 위해 

• 연구를 위해 

• 가입자 또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 특정 정부 기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 업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권리 

• 가입자는 PHI를 보고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30일 내에 보낼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의료 기록 전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의료 기록의 사본을 원하는  

경우 담당 의사 또는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 가입자는 잘못된 것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기록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60일 내에 보낼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 때때로 PHI를 공유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요청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일부 다른 방법으로 당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주소로 

PHI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소로 보내면  

가입자가 난처해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다른 사람들과 가입자의 PHI를 공유한 과거 6년 동안에 대해 항상 가입자에게 

알려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의료, 비용 지불, 일상적 건강관리 업무를 

이유로 공개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공개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60일 내에 보낼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입자는 이메일로 요청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본 통지문의 종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전체 청구 비용을 가입자가 지불하는 경우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당사와 공유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해야 하는 일 

• 법률에서는 본 통지문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의 PHI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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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통지문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당사는 가입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등 합당한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일반 우편 

이외의 방법 또는 다른 주소로 가입자의 PHI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 당사는 가입자가 공유하지 않도록 요청한 후 PHI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주 정부 법률에 따라 당사가 여기에 명시한 것 이외의 조치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그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 가입자의 PHI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입자에 대한 연락 

당사는 계열사 및 공급자와 함께 자동 전화 다이얼 시스템 또는 인공 음성을 사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을 따릅니다. 그러한 

전화는 치료 옵션이나 기타 건강 관련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받고 싶지 않다면 발신자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이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또는 무료 전화인 844-203-3796 (TTY 711) 번으로  

전화하여 전화 금지 목록에 해당 전화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할 일 

당사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Los 

Angeles 가입자의 경우 무료 전화인 800-407-4627 (TTY 711) 또는 888-285-7801 (TTY 711) 

번을 통해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태평양 표준시)에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해야할 일 

언제든지 당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PHI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느낀다면, 귀하는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셔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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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서면 또는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0 Seventh St., Ste. 4-100 

San Francisco, CA 94103 

전화: 800-368-1019 

TDD: 800-537-7697 

팩스: 415-437-8329 

또는 

Privacy Officer 

c/o Office of HIPAA Complianc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P.O. Box 997413, MS 4722 

Sacramento, CA 95899-7413  

이메일: privacyofficer@dhcs.ca.gov 

전화: 916-445-4646 

팩스: 916-440-7680 

또는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DHCS Information Security Office 

P.O. Box 997413, MS 6400 

Sacramento, CA 95899-7413 

이메일: iso@dhcs.ca.gov 

전화: ITSD Help Desk 

916-440-7000 또는 800-579-0874 

팩스: 916-440-5537 

 

당사는 이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 통지문과 당사가 가입자의 PHI를 

보호하는 방법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서신을 통해 해당 

mailto:privacyofficer@dhcs.ca.gov
mailto:iso@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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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웹 사이트 anthem.com/ca/medi-cal에도 변경 사항을 

게시할 것입니다. 
 

 

인종, 민족성, 언어 

당사는 Medicaid에 대한 주 정부 기관 및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인종, 민족, 언어 정보를 받습니다. 당사는 이 통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정보를 보호합니다. 
 

당사는 이 정보를 다음을 위해 사용합니다. 

• 가입자가 가입자에게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 건강 교육 정보를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해. 

• 의사들에게 가입자의 언어적 도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이 정보를 다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 건강 보험을 발행하기 위해.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 혜택을 결정하기 위해. 

• 승인되지 않은 가입자와 공유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 

당사는 본 통지문에 제시된 바대로 개인 정보(PI)를 요청하고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PI는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가 가입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종종 보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당사는 가입자의 PI를 이용하여 가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건강. 

– 습관. 

– 취미. 

• 다른 사람 또는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PI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의사. 

– 병원. 

– 기타 보험 회사. 

  

https://mss.anthem.com/california-medicaid/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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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경우에 따라 가입자의 승인 없이 회사 외부의 사람들 또는 그룹과 PI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입자에게 거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시작 전에 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가입자의 PI를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 

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자는 PI를 확인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는 가입자의 PI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일 2021년 3월. 

1031944CAMKOABC 10/21 

법적 고지 
이 가입자 핸드북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본 핸드북에 

포함되거나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핸드북에 적용되는 주요 법은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주 및 연방 법입니다. 기타 

연방법 및 주법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인으로서의 Medi-Cal, 기타 건강 보장 및 불법 
행위 회수에 대한 통지 
Medi-Cal 프로그램은 가입자 진료에 대한 제삼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주 및 연방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Anthem은 Medi-Cal 프로그램이 최종 지급인 역할을  

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Medi-Cal 가입자는 민영 건강 플랜이라고도 하는 기타 건강 보장(OHC)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Medi-Cal 자격 조건으로, 무료인 경우 이용 가능한 OHC를 신청  

및/또는 유지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Medi-Cal 가입자는 OHC와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OHC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 지급된 혜택에 대해 DHCS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dhcs.ca.gov/OHC에서 OHC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인터넷 

액세스가 안되는 경우, OHC는 건강 플랜에 보고하거나 800-545-555(TTY 800-430-7077 

또는 711, 캘리포니아 내부) 또는 916-636-1980(캘리포니아 부)으로 전화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DHCS는 Medi-Cal이 첫 번째 지급인이 아닌 보장되는 Medi-Cal 서비스에 대해 

징수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나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또는 산재보험이 먼저 지불하거나 Medi-Cal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dhcs.ca.gov/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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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이 귀하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법적 대리인은 법적 조치나 청구를 제기한 후 30일 내에 DHCS에 통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통지하십시오. 

▪ http://dhcs.ca.gov/PI의 개인 상해 프로그램 

▪ http://dhcs.ca.gov/WC의 근로자 보상 복구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916-445-989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의료 비용 환수(estate recovery) 통지 
Medi-Cal 프로그램은 사망한 Medi-Cal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55세 생일 이후 제공된 

관리형 의료 보험료, 요양 시설 서비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그리고 관련 병원 

및 처방약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불된 지급액으로부터 사망한 특정 Medi-Cal 가입자의 

자산으로부터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망한 가입자가 자산을 남기지 않았거나 사망 

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료 비용 환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http://dhcs.ca.gov/er을 방문하십시오.  

또는 916-650-049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법적 조언을 받으십시오. 

조치 통지 
Anthem이 거절, 연기, 종료하거나 의료 서비스 요청을 변경할 때 Anthem은  

언제든지 조치 통지서(NOA)를 발송합니다. 보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Anthem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중요 정보는 상기  

이의 제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당사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Anthem이 

귀하에게 NOA를 발송할 때 귀하가 보유한 모든 권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http://dhcs.ca.gov/PI
http://dhcs.ca.gov/WC
http://dhcs.ca.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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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요한 전화 번호와 
알아야 할 용어 

중요 전화 번호 

▪ Anthem 고객 서비스 센터: 888-285-7801(TTY 711) 

▪ Medi-Cal Rx: 800-977-2273 (TTY 800-977-2273번으로 5 또는 711을 누름) 

▪ 24/7 간호사 라인: 800-224-0336(TTY 711) 

▪ Anthem 진료 관리: 888-334-0870 

▪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800-400-0815(TTY 877-688-9891) 
▪ Medi-Cal Dental: 800-322-6384(TTY 800-735-2922) 
▪ Vision Service Plan: 844-239-7644(TTY 800-428-4833)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Office of Family Planning: 800-942-1054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Public Inquiry and Response Unit:  

800-952-5253 (TTY 800-952-8349) 
▪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Medi-Cal Managed Care Ombudsman:  

888-452-8609 
▪ Health Care Options: 800-430-4263 

▪ 인디언 보건 서비스: 916-930-3927 

▪ ModivCare(교통편): 877-931-4755(TTY 866-288-3133) 

▪ Anthem 규정 준수 헬프라인: 800-400-4889 

▪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711 

TTY 회선은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가입자만을 위한 회선입니다. 

▪ L.A. Care Family Resource Centers: 877-287-6290 

▪ L.A. Care Family Resource Center – Boyle Heights 213-294-2840 

▪ L.A. Care/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Health Plan Community 

Resource Center – East L.A. 213-438-5570 

▪ L.A. Care/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Health Plan Community 

Resource Center – Inglewood 310-330-3130 

▪ L.A. Care/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Health Plan Community 

Resource Center – Lynwood 310-661-3000 

▪ L.A. Care/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Health Plan Community 

Resource Center – Metro L.A. 877-287-6290 

▪ L.A. Care Family Resource Center – Boyle Heights 213-43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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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are/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Health Plan Community 

Resource Center – Palmdale 213-438-5580 

▪ L.A. Care/Blue Shield of California Promise Health Plan Community 

Resource Center – Pomona 909-620-1661 

▪ 미국장애인법(ADA) 정보: 800-514-0301 (TTY 800-514-0383) 

▪ 아동 서비스 

▪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CCS): 800-288-4584 

▪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CHDP) 프로그램: 800-993-2437  

(800-993-CHDP) 

▪ California 주 서비스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DHCS): 916-445-4171 
 Medi-Cal Managed Care Office of the Ombudsman: 888-452-8609 
 Medi-Cal Dental Program(Denti-Cal): 800-322-6384  

(TTY 800-735-2922)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DSS): 800-952-5253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DMHC): 888-466-2219  

(888-HMO-2219) (TDD 877-688-9891) 
▪ Health Care Options 

 아랍어: 800-576-6881 

 아르메니아어: 800-840-5032 

 캄보디어어/크메르어: 800-430-5005 

 광둥어: 800-430-6006 

 영어: 800-430-4263 

 페르시아어: 800-840-5034 

 몽족어: 800-430-2022 

 한국어: 800-576-6883 

 라오스어: 800-430-4091 

 만다린어: 800-576-6885 

 러시아어: 800-430-7007 

 스페인어: 800-430-3003 

 타갈로그어: 800-576-6890 

 베트남어: 800-430-8008 

 TTY/TDD: 800-430-7077 

▪ 인권 사무국: 866-627-7748 

사회보장국 생계보조비(SSI): 800-772-1213 

▪ Los Angeles County —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DPSS) 고객 

서비스 센터: 866-613-3777 (TTY 800-660-4026) 

▪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213-240-8101 
▪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800-854-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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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용어 

출산 진통: 출산의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기간으로 출산 전에 타 병원에 제시간에 안전하게 

이송될 수 없으며 이송이 여성이나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상태. 

급성: 빠른 의료 처치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의학적 상태. 

아메리칸 원주민: U.S.C. sections 1603(c), 1603(f) 1679(b) 25조에 정의된 개인 또는  

42 C.F.R. 136.12 또는 Title V of the Indian Health Care Improvement Act 따라 인디언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디언 보건 서비스, 특정 인디언 부족, 부족 단체, 또는 도시 인디언 

단체)로부터 또는 계약의료서비스 하에서 의뢰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개인.  

이의 제기: 가입자가 요청된 서비스에 대한 보장 적용 결정을 심사 및 변경하도록  

Anthem에 요청하는 것. 

혜택: 본 건강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및 약물. 

California Children’s Services(CCS): 특정 질병 및 건강 문제에 대해 21세 이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CHDP):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질병 및 장애를 탐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기 건강 평가를 위해 공립 및 사립 의료 제공자에게 환급해주는 

공중 보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기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CP는 CHD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 주요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제공자와 함께 진료를 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인 간호사, 유면허 간병 전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공인 조산 간호사(CNM): 공인 간호사로 면허가 있으며 California 등록 간호사 

협회로부터 조산사 인증을 받은 개인. 공인 조산사는 정상 분만 케이스에 참석이 

허용됩니다. 

척추지압사: 도수 조작으로 척추를 치료하는 서비스 제공자 

만성 질환: 완전하게 치유될 수 없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거나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나 기타 의학적 문제. 

클리닉: 클리닉은 가입자가 1차 치료 제공자(PCP)로 선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연방 자격 보건센터(FQHC), 커뮤니티 클리닉, 지방 보건센터(RHC), 인디언 보건 

클리닉(IHC), 또는 기타 1차 치료 시설. 

커뮤니티 기반 성인 서비스(CBAS): 가입자가 자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공되는 전문 

간호 관리를 제공하는 외래 환자 시설 기반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치료, 개인  

관리, 가족 및 간병인 교육과 지원, 영양 서비스, 이송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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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제기: Anthem,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가입자의 불만 사항. 불만 제기는 고충과 같습니다. 

치료의 지속: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Anthem이 동의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Medi-Cal 서비스를 기존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12개월간 계속 받을 수 있는 능력. 

계약 의약품 목록(CDL): 귀하의 의사가 귀하에게 필요한 보장 약품을 Medi-Cal Rx에 

주문하도록 허용된 약품 

혜택 조정(COB): 건강 플랜 보장 범위가 여러 유형인 가입자에 대해 1차 치료 및 지불 

책임이 있는 보험 보장 범위(Medi-Cal, Medicare, 상업적 보험 등)를 결정하는 절차. 

자기 부담금: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간에 보험사가 지불하는 것 외에 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 

보장(보장된 서비스): Medi-Cal 계약의 조건, 제한 사항 및 예외 사항과 보험 보장 

증명서(EOC) 및 다른 개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Anthem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DHCS: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Medi-Cal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탈퇴: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거나 새로운 건강 플랜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 건강 플랜 

이용을 중단하는 행위. 더 이상 이 건강 플랜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양식에 서명해야  

하며 HCO로 연락하여 전화로 탈퇴를 해야 합니다. 

DMHC: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관리형 의료 건강 플랜을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내구 의료 장비(DME):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의사 또는 기타 제공자가 주문하는  

장비. Anthem이 DME를 사거나 임대할지 결정합니다. 임대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 장비 수리는 보장됩니다. 

초기 및 정기 검사, 진단 및 치료(EPSDT): EPSDT 서비스는 21세 미만의 Medi-Cal 

가입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가입자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건강 검진과 적합한 검사를 받아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검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을 케어하거나 도움을 주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학적 응급 상태: 출산 진통(위의 정의 참조) 또는 중증 통증과 같이 중증 증상이  

있는 의학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건강 및 의학에 대한 비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이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 귀하 또는 태아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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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기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 신체 부위나 기관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경우. 

응급실 치료: 응급 의료 증상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사(또는 법이 허용하는  

한 의사의 지시하에 있는 직원)가 수행한 검사. 시설의 기능 내에서 임상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응급 의료 이송: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또는 응급 차량을 통한  

응급실로 이송. 

가입자: 건강 플랜 가입자이며 플랜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사람. 

확립된 환자: 의료 제공자와 기존에 관계가 있고 플랜에서 설정한 지정 시간 내에  

해당 제공자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제외 서비스: California Medi-Cal 프로그램으로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실험적 치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에 앞서 실험실 및/또는 동물 연구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 단계에 있는 약물, 장비, 절차 또는 서비스. 실험적 서비스는 임상  

조사를 받지 않는다. 

가족계획 서비스: 임신 방지 또는 지연 서비스. 

연방정부 인증 의료센터 자격(FQHC):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많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건강 센터. FQHC에서 1차 및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별 수가제(FFS) Medi-Cal: 관리형 의료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FS에 따라, 의사는 ‘곧바로’ Medi-Cal을 받아들이고, 귀하가 받은 서비스를 

바로 Medi-Cal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속 치료: 입원 후 또는 치료 과정 중에 환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사 진료. 

처방집: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가입자를 위해 승인된 약품 또는 항목 목록.  

사기 행위: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의도적 행위. 

독립 출산 센터(FBC): 주산기 분만 및 출산 또는 산후 관리 및 보험에 포함된 기타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에서 허가하거나 승인한 임산부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출산을 계획하는 건강 시설. 이들 시설은 병원이 아닙니다. 

고충 사항: Anthem,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된 가입자의 불만 사항. 불만 제기는 고충의 예입니다. 

훈련 서비스 및 장치: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과 기능을 유지하고 배우거나 개선하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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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Options(HCO): 귀하를 건강 플랜에 가입시키거나 건강 플랜에서 탈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료 제공자 외과 의사, 암을 치료하는 의사 또는 신체의 특수 부위를 치료하고  

Anthem과 협력하거나 Anthem 네트워크 소속인 의사 및 전문가. Anthem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Anthem이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의를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PCP의 진료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PCP는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Anthe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계획, 응급 치료, OB-GYN 치료 또는 민감한 서비스 등 일부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PCP 진료 의뢰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 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비용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를 

피보험자에게 상환하여 의료 및 외과 경비를 지급하는 보험 보장. 

재택 의료 서비스: 가정에서 제공되는 전문 간호 관리 및 기타 서비스. 

재택 의료 제공자 가정에서 전문 간호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호스피스: 말기 질환이 있는 가입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정신적 불편을 줄여 

주는 치료. 호스피스 케어는 가입자의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합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진료를 받는 곳. 

입원: 입원 환자로서 치료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 

병원 외래 환자 치료: 입원 환자로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수행된 의학적 혹은  

외과적 치료. 

인디언 보건 간병인(IHCP): 인디언 보건 서비스(IHS) 또는 인디언 부족, 부족 기관  

또는 도시 인디언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클리닉. 

입원 환자 치료: 병원이나 기타 장소에서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위해 밤에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치료: FDA에서 승인한 임상 조사의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나, FDA의 

일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고 FDA 승인 임상 조사에서 계속 조사 중인 치료제, 생물학적 

제품 또는 장치. 

장기 치료: 한 달 이상 시설에 입원하여 받는 치료. 

관리형 의료 보험: 해당 보험에 가입한 Medi-Cal 수혜자가 특정 의사, 전문가, 클리닉, 

약국 및 병원만을 이용하는 Medi-Cal 보험. Anthem은 관리형 의료(Managed Care)  

건강 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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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Rx: ‘Medi-Cal Rx’로 알려진 Medi-Cal 약국 혜택 서비스. Medi-Cal Rx는  

모든 Medi-Cal 수혜자에게 처방약 및 일부 의료 공급품을 비롯한 약국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 가정: 더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고, 가입자들이 자신을 치료하는 자가 관리를 

향상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을 줄이는 치료 모델. 

의료 목적 교통편: 승용차, 버스, 기차 또는 택시로 보장된 진료 예약 장소에 도착할  

수 없는 및/또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이송. Anthem은 귀하가 예약된  

진료 장소에 가기 위해 교통편이 필요할 때 귀하의 의학적 필요에 맞는 가장 저렴한 

비용의 교통편 를 제공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또는 의학적 필요성):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합리적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치료는 환자가 중병 또는 장애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치료는 질환, 질병 또는 상해를 치료하여 중증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만 21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Medi-Cal 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Section 1396d(r) of Title 42 of the United States Code에 설명된 대로  

물질 사용 장애를 포함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상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포함됩니다. 

Medicare: 65세 이상 가입자, 장애를 겪는 더 젊은 연령대의 가입자, 말기 신장 질환 

환자(신장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한 영구 신부전증 환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건강 플랜 프로그램. 

가입자: 보장 적용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Anthem에 등록된 자격 있는 모든  

Medi-Cal 가입자.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 환자에게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조산사 서비스: 공인 조산사(CNM)와 유면허 조산사(LM)가 제공하는 산전, 분만  

및 산후 관리(산모에 대한 가족 계획 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 포함). 

네트워크: 의사, 클리닉, 병원 및 기타 제공자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Anthem과  

계약한 그룹. 

네트워크 제공자(또는 네트워크 소속 제공자): “참여 제공자” 참조. 

비보장 서비스: Anthem이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 

비처방집 의약품: 처방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 

비의료 수송: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허가한 Medi-Cal 보장 서비스 예약을 위한 이동과 

처방전 및 의료 공급품 수령을 위한 이송. 

비참여 제공자: Anthem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의료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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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 플랜(OHC): 기타 건강 플랜(OHC)은 Medi-Cal 서비스가 아닌 민영 건강  

플랜 및 서비스 지불자를 말하고, 이 서비스에는 의료, 치과, 시력, 약국 및/또는  

Medicare 보조 플랜(파트 C 및 D)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조 장치. 급성 손상 또는 병이 있는 신체 부위를 지탱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부착된 지지대 또는 버팀대로써 가입자의 의료 회복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장치. 

지역 외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지역 외부에 있는 동안의 서비스. 

네트워크 비소속 제공자: Anthem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의료 제공자. 

외래 환자 진료: 병원이나 기타 장소에서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위해 밤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경우. 

외래 환자 정신 건강 서비스: 다음을 포함하는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정신 건강  

증상을 가진 외래 환자 서비스: 

▪ 개별 또는 단체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정신 치료). 

▪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도록 임상적 지시가 있을 경우 정신 건강 상태. 

▪ 약물 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외래 환자 서비스. 

▪ 정신과 상담. 

▪ 외래 환자 검사, 약물, 공급품, 보조제. 

완화 치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가입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정신적 불편을 

줄여 주는 케어. 완화 치료의 경우 가입자의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조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여 병원: 가입자가 진료를 받는 시점에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Anthem과 

계약되어 있는 인가받은 병원. 일부 참여 병원이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장 

서비스는 Anthem의 이용 심사 및 품질 보증 정책 또는 Anthem과의 병원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참여 제공자(또는 참여 의사): 가입자가 진료를 받는 시점에 가입자에게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nthem과 계약한 아급성 시설을 포함한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인가받은 

의료 서비스 전문가 또는 인가받은 보건 시설. 

의사 서비스: 주 법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사람이 의료나 정골 요법을 수행하는  

서비스. 병원 청구서로 청구되는 입원 중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포함. 

보험: “관리형 의료 보험” 참조. 

안정화 후 서비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안정된 후 제공되는  

응급 의료 상태와 관련된 보장 서비스. 안정화 후 치료 서비스는 보장되고 비용이 

지불됩니다. 네트워크 외부 병원은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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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또는 사전 허가): 특정 서비스를 받기 전에 PCP 또는 다른 제공자가  

Anthe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nthem은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승인합니다. Anthem 의료 제공자에 의해 비슷하거나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Anthem이 판단하면, Anthem은 비참여 제공자의 서비스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의뢰서는 승인이 아닙니다. Anthem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약 보장: 제공자에 의해 처방된 약 보장. 

처방약: 조제를 위해 유면허 제공자의 주문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의약품. 

1차 치료: “정기 진료” 참조. 

1차 치료 제공자(PCP): 귀하에게 대부분의 의료를 제공하는 유먼허 제공자. PCP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진료는 

먼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응급 상황. 

▪ 산부인과 케어가 필요할 경우. 

▪ 민감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 가족 계획 서비스/피임이 

필요한 경우.  

PCP로 선정 가능한 사람:  

▪ 일반 개업의  

▪ 내과 의사  

▪ 소아과 의사 

▪ 가정의  

▪ 산부인과  

▪ 인디언 보건 간병인 (IHCP) 

▪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 지방 건강 클리닉(RHC) 

▪ 전문 간호사 

▪ 진료 보조사 

▪ 클리닉 

사전 승인(사전 허가): 의료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 또는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  

보철 장치: 없어진 신체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 신체에 부착된 인공 장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주소록: Anthem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목록. 

정신과적 응급 질환: 증상이 심하거나 심각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음식, 쉼터 또는 의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정신 장애. 

공공 의료 서비스: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여기에는 특히 건강 상황  

분석, 건강 감시, 건강 증진, 예방 서비스, 전염병 통제, 환경 보호 및 위생, 재해 대비  

및 대응, 직업 보건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제공자: 증상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진료 영역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 

재건 수술: 신체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교정 또는 복구하여 가능한 한 정상적인 외관을 

개선하거나 만드는 수술. 신체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선천적 결함, 발달 이상, 외상, 감염, 

종양 또는 질병으로 유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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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의뢰서: PCP가 귀하에게 다른 제공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경우. 특정 

보장 진료 서비스는 진료 의뢰서 및 사전 승인(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 교육치료 서비스 및 장치: 부상,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적  

및 신체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회복하도록 돕는 서비스 및 장치. 

정기 진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및 예방 진료, 아동 건강 검진 또는 정기적인  

후속 치료. 정기 진료의 목표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방 건강 클리닉(RHC):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많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건강  

센터. RHC에서 1차 및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서비스: 가족계획, 성 매개 감염(STI), HIV/AIDS, 성폭력 및 유산을 위한 서비스. 

중대한 질병: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 또는 질환. 

서비스 적용 지역: Anthem 서비스의 지리학적 영역.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전문 요양 서비스: 전문 요양 시설이나 가입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인가받은  

간호사, 기술자 및/또는 치료사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 

전문 요양 시설: 훈련된 의료 전문가만 제공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전문의(또는 전문 의사): 특정 유형의 의료 문제를 다루는 의사.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는 부러진 뼈를 치료합니다. 알레르기 전문의는 알레르기를 치료합니다. 심장 

전문의는 심장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PCP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경증~중등도보다 장애 수준이 더 높은 정신 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말기 질환: 질환이 자연 경과를 따르는 경우, 역전될 수 없고 1년 이내 혹은 그보다  

빨리 사망을 초래할 것 같은 의학적 상태. 

중증도 분류(또는 검사): 진료 필요도로 긴급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선별 훈련을  

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건강을 평가. 

긴급 치료(또는 긴급 서비스): 비응급 질병, 부상 또는 진료가 필요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네트워크 내부의 제공자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anthem.com/ca/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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