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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은 수많은 저소득자에게 의료 서비스 혜택을 보장하는 주정부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Medi-Cal의 주정부 기관은 

의료서비스 부서입니다. [DHCS의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Medi-Cal에는 건강 관리부서, 정신 건강부서, 발달 

서비스부서 등을 포함한 다른 주정부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edi-Cal은 "Medicaid"라고 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입니다.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연방 기관은 보건 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입니다. [CMS의 웹 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문서는 Medi-Cal과 관련된 인터넷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의 순서를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Medi-Cal 규정 및 

법률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을 연구하기 전에 설명서 및 

기타 설명 자료를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dhcs.ca.gov/
http://www.dhcs.ca.gov/
http://www.cms.gov/
http://www.cm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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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di-Cal 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Health Consumer Alliance 웹사이트, [HCA 웹 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는 건강 관리 정보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웹사이트 제공 

정보:“Health Consumer Alliance (HCA)(건강 소비자 연맹)은 전화 또는 

직접적인 대면 상담을 통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이를 유지하고, 건강 

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소비자 연맹은 수 많은 소비자 친화적인 자료를 

[소비자 권리 웹사이트로 가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끄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과 빈곤에 대한 웨스턴 센터 (Center for Law and Poverty)는 Medi-Cal에 

관한 매우 유용한 의료 보험 자격 가이드를 게시합니다. [WCLP 웹 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16년에 출판된 이 가이드는 법률 서비스 

변호사, 등록된 카운셀러, 의료 보험 종사자, 지역사회 조직위원 등 

캘리포니아주 옹호자들에게 그들의 고객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웹 사이트에는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 보험 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DRC 

Health Care 정보에 관한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장애 혜택 101에는 Medi-Cal을 포함한 수 많은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장애 혜택 101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healthconsumer.org/
http://www.healthconsumer.org/
https://healthconsumer.org/your_rights/
https://wclp.org/advocate-resources/manuals-2/2016-health-care-guide/
https://wclp.org/advocate-resources/manuals-2/2016-health-care-guide/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health-care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health-care
https://ca.db101.org/
https://ca.db10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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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법(NHL) 웹 사이트 [NHL의 웹 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는 메디 케이드에 대한 일반 정보 및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행물을 검토하고 "Medicaid"를 검색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권리 제 13장은 지역센터 소비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홈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발달 장애 웨이버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랜터민 

법(Lanterman Act) 매뉴얼에 근거하여, 아래 사이트에 있습니다.[RULA 

출판물에 대한 웹 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캘리포니아의 요양시설 개혁 옹호자(CANHR)[CANHR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는 장기 요양(LTC)을 위한 Medi-Cal에 관련된 매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 및 옹호자들을 위한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CANHR LTC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 캘리포니아의 메디컬 법안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웹사이트에서 캘리포니아 법률(법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일반 캘리포니아 메디컬 법령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시설 법제§§ 14000 ~ 

14685에 있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령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시설 

법제§§ 5775-5782, 14680-1468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메디컬 규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법률을 찾는 웹사이트: 

http://www.healthlaw.org/
http://www.healthlaw.org/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file-attachments/506301Ch13.pdf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system/files?file=file-attachments/506301Ch13.pdf
http://www.canhr.org/
http://www.canhr.org/
http://canhr.org/medcal/index.html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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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행정법률사무소, 캘리포니아 법규, 

https://oal.ca.gov/publications/ccr/ 또는 

- 행정법률(OAL) 사무소 규정에 대한 일반 정보,[OAL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메디컬 규정은 메디컬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이 개발합니다.  

일반 메디컬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 법률 타이틀 22, 제 3편, §§ 

50000에서 59999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l 기준 설명서[Medi-Cal 매뉴얼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는 치료 허가 요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하는 표준을 제시하고, 

22 C.C.R § 51003(e)에 따라 메디컬 규정에 통합 되었습니다. 

Medi-Cal 정신 건강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 법률 Title 9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Title 9 규정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 Medi-Cal 의 공정한 청문회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DHCS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Medi-Cal과 관련하여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다른 선택 사항도 있습니다. DHCS 웹사이트는 선택사항을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Medi-Cal의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사를 

http://www.oal.ca.gov/
http://www.oal.ca.gov/
http://www.dhcs.ca.gov/formsandpubs/publications/Documents/Medi-Cal_PDFs/Manual_of_Criteria.pdf
http://www.dhcs.ca.gov/formsandpubs/publications/Documents/Medi-Cal_PDFs/Manual_of_Criteria.pdf
https://govt.westlaw.com/calregs/Browse/Home/California/CaliforniaCodeofRegulations?guid=I948674A0D45211DEB97CF67CD0B99467&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
https://govt.westlaw.com/calregs/Browse/Home/California/CaliforniaCodeofRegulations?guid=I948674A0D45211DEB97CF67CD0B99467&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edi-CalFairHear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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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본 문서의 섹션 1에서 상술한 자료 중 

상당수는 공정한 청문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부 주(State) 청문회와 

웹사이트, http://www.cdss.ca.gov/inforesources/State-Hearings 를 

방문하십시오.  

5.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주정부 플랜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DHCS의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메디케이드 주정부 플랜은 

사회보장법 Title XIX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작성한 포괄적인 서면 문서로, 메디케이드 (Medi-Cal) 

프로그램의 특성과 범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CMS)를 하는 연방 의료관리센터 간의 

계약상의 합의로서, 사회보장법 Title XIX의 특정 요건 및 연방 법률규정 제 

IV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정부 플랜에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재무 참여 (FFP)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CMS가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주정부 플랜뿐만 아니라 주정부 

수정안 (SP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Medi-Cal 주정부 플랜은 다음에서 이용가능합니다: [Medi-Cal 

플랜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는 또한 주정부 

플랜을 업데이트한 승인된 주정부 플랜 수정안(SPA)에 대한 링크도 

있습니다. 

http://www.dhcs.ca.gov/formsandpubs/laws/Pages/CaliforniStatePlan.aspx
http://www.dhcs.ca.gov/formsandpubs/laws/Pages/CaliforniStatePla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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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캘리포니아의 메디컬 웨이버란 무엇이며, 이들에 관한 DHCS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DHCS 웹사이트는 웨이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Medi-Cal 

웨이버는 메디컬에 따른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개인 그룹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정부의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며,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크게 변경하려면 다음 두 단계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원할 경우,(1) 주정부 메디 케이드 플랜 

(State Medicaid Plan)을 수정하거나 -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계약; 또는(2) 

미국 보건 복지부(DHHS)의 사회 보장법 Title XIX 부분에서 면제 또는 

메디케이드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컬 웨이버에 대한 많은 정보는 DHCS 웹사이트 [Medi-Cal 

Waivers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메디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개혁 교량" 1115 웨이버에 

관한 정보: [섹션 1115 메디케이드 웨이버에 대한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섹션 1에서 논의 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웹사이트에서 웨이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ttps://dhcs.ca.gov/Pages/default.aspx
https://dhcs.ca.gov/Pages/default.aspx
http://www.dhcs.ca.gov/provgovpart/Pages/WaiverRenewal.aspx
http://www.dhcs.ca.gov/provgovpart/Pages/WaiverRenewa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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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edi-Cal 치료 관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DHCS는 Medi-Cal 치료 관리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Medi-Cal Managed Care에 대한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변경이 많은 개별 카운티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합니다. 

건강관리부서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는 Medi-Cal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갖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혜택 및 서비스 팩트시트에 대한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8. Medi-Cal 에 관한 캘리포니아 데이터 및 통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DHCS는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데이터 및 통계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Medi-Cal 프로그램에 관한 데이터 및 통계를 아래에 게시합니다.  

[데이터 및 통계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9. DHCS 가 Medi-Cal 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타 자료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DHCS 웹사이트에 있는 Medi-Cal 자료 목록은 링크와 함께 웨스턴 센터의 

Medi-Cal 가이드 제 1장을 참조하십시오.  

DHCS는 Medi-Cal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신규 정책 또는 

변경된 정책 및/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카운티 복지 국장 편지(ACWDLs) 및 

http://www.dhcs.ca.gov/services/Pages/Medi-CalManagedCare.aspx
http://www.dhcs.ca.gov/services/Pages/Medi-CalManagedCare.aspx
https://www.dmhc.ca.gov/HealthCareinCalifornia/YourHealthCareRights/DisabilityAccess/GettingHealthCareBenefitsandServices-FactSheet.aspx#.VvWnhtIrKUk
https://www.dmhc.ca.gov/HealthCareinCalifornia/YourHealthCareRights/DisabilityAccess/GettingHealthCareBenefitsandServices-FactSheet.aspx#.VvWnhtIrKUk
http://www.dhcs.ca.gov/DATAANDSTATS/Pages/default.aspx


페이지 8 / 10 

 

 

 

Medi-Cal 자격 정보 편지(MEBILs)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카운티의 

웹사이트 리소스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HCS Medi-Cal 자격 절차 매뉴얼 (MEPM)에서는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과 절차에 대하여 카운티 사회 

복지부 직원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Medi-Cal 자격 절차 웹사이트 매뉴얼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HCS는 공급자가 Medi-Cal 시스템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된 

정보와 함께 공급자 매뉴얼을 게시합니다.[공급자 매뉴얼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0. 연방 메디케이드 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연방 정부 메디 케이드 법(법안)은 사회보장법 42 U.S.C. 1396 -1397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을 검색하려면[미국 법률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를 검색하십시오..  

연방 메디케이드 법률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방법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1에 기술된 Western Center 가이드를 포함한 다른 

자료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연방 메디케이드 규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연방 메디케이드 규정은 미국 보건 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 법률 규정(CFR) Title 

http://www.dhcs.ca.gov/ProvGovPart/county/Pages/default.aspx
http://www.dhcs.ca.gov/ProvGovPart/county/Pages/default.aspx
http://www.dhcs.ca.gov/ProvGovPart/county/Pages/default.aspx
http://www.dhcs.ca.gov/ProvGovPart/county/Pages/default.aspx
http://www.dhcs.ca.gov/formsandpubs/publications/Pages/Manuals.aspx
http://www.dhcs.ca.gov/formsandpubs/publications/Pages/Manuals.aspx
http://uscode.house.gov/search/criteria.shtml
http://uscode.house.gov/search/criteri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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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 4장 섹션 430 등에 있습니다.Medicaid 규정을 다음 웹 사이트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CFR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연방 규정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CFR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법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방법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1에 기술된 Western Center 

가이드를 포함한 다른 자료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Medi-Cal 에 관한 다른 CMS 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CMS가 개발한 수 많은 자료는 다음 CMS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Medicaid 홈페이지: Medicaid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주정부 메디케이드 국장 편지 및 주정부 보건 공무원 편지: 

[메디케이드 정책 안내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메디케이드 매뉴얼 (Pub # 45), 메디케이드 법 시행에 관한 

주정부의 CMS 지침 [CMS 지침 매뉴얼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규정 및 지침: [CMS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웹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gpo.gov/fdsys/pkg/CFR-2010-title42-vol4/xml/CFR-2010-title42-vol4-chapIV-subchapC.xml
http://www.gpo.gov/fdsys/browse/collectionCfr.action?collectionCode=CFR
http://www.gpo.gov/fdsys/browse/collectionCfr.action?collectionCode=CFR
https://www.medicaid.gov/index.html
https://www.medicaid.gov/index.html
https://www.medicaid.gov/federal-policy-Guidance/index.html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Guidance/Manuals/Paper-Based-Manuals-Items/CMS021927.html?DLPage=1&DLEntries=10&DLSort=0&DLSortDir=ascending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Guidance/Manuals/Paper-Based-Manuals-Items/CMS021927.html?DLPage=1&DLEntries=10&DLSort=0&DLSortDir=ascending
http://www.cms.hhs.gov/home/regsguidance.asp
http://www.cms.hhs.gov/home/regsguidanc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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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에 관한 연방 통계는 CMS 웹사이트 [CMS 연구, 통계.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S 웹사이트는 약간 복잡하며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간의 탐색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 

조사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법률 지원은 800-776-5746으로 전화하거나 [지원 양식 요청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를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

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cms.hhs.gov/home/rsds.asp
http://www.cms.hhs.gov/home/rsds.asp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DPzvtuS3AGR4-cgwE/viewform?c=0&w=1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DPzvtuS3AGR4-cgwE/viewform?c=0&w=1
https://goo.gl/fssd0G
https://goo.gl/fssd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