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가정 
프로그램 
(Health 
Homes 
Program) 

건강 가정 프로그램 
개요 

건강 가정 프로그램(HHP)은 고도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살 곳이없는  

특정 만성 건강 및/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Medi-Cal 가입자분들께 

무료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HP는 어떻게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귀하가 자격을 갖추면 HHP는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기타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을 돕는 팀을 갖게 

됩니다. 

•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한 계획 수립 

•  의사 찾기 및 예약 

•  모든 의사에게 귀하의 건강 필요 및 

요구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려줌 

•  (음식 및 주거와 같은) 필요한 지역사회 

및 소셜 서비스에 연결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현재 Medi-Cal 
플랜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귀하가 지금 받고 있는 Medi-Cal 서비스는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같은 의사를 만날 수 있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HH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HHP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Medi-Cal 관리 의료 플랜에
가입되어 있음 

 

2 특정 만성 건강 및/또는 정신 건강 

질환이 있음 

3 입원한 적이 있거나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살 곳이 없음 

귀하가 자격을 갖춘 경우 HH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HP는 Medi-Cal 건강 플랜 

가입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HH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Medi-Cal 
건강 플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Medi-Cal 플랜에 등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1-800-430-4263 번으로 

건강 관리 옵션(Health Care Options) 에 

전화하십시오. 



 

 

 
 

 

 

  

 

 

 

 

 

  

건강 가정 프로그램 개요 

건강 가정 
프로그램 
(Health 
Homes 
Program) 

누가 HHP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함께 협력하여 귀하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주는 케어 팀이 지원됩니다. 

케어 팀은 귀하의 주요 연락 창구인 케어 

코디네이터가 이끌 것입니다.  

귀하의 케어 팀에는 귀하가 선택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의사, 전문가, 간호사 

•  약사 및 영양사 

•  소셜 서비스 케이스 매니저 

•  간병인 및 개인 지원 시스템 

자격을 갖춘 Medi-Cal 
가입자가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HHP 서비스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담당 의사, Medi-Cal 플랜 또는 
다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당담 의사가 Medi-Cal 건강 플랜에게 
귀하의 자격여부를 알려줍니다. 

3 귀하가 Medi-Cal 건강 플랜에 
전화하여 정보를 얻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HP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1. Medi-Cal 건강 플랜에 전화하십시오. 전화 번호를 찾으려면 Medi-Cal ID 
카드를 확인하거나 bit.ly/plandirectory로 가서 해당 카운티를 클릭하십시오. 

2.  1-800-430-4263 (TTY 1-800-430-7077) 번으로 건강 관리 옵션 
(Health Care Options)에 전화하십시오. 

3. 담당 의사 또는 클리닉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The Health Homes Program 
bit.ly/HHPInformation 

http://bit.ly/HHPInformation
http://bit.ly/plandirec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