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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자산 한도 증액에 대한 중요한 소식

Medi-Cal 신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California 법률은 Medi-Cal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 중 한 명의 총자산 (재산 

및 현금)을 상향했습니다. 저희 계산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은행계좌, 현금, 보조 차량 

및 주택, 기타 경제적 자원이 있습니다. 

Medi-Cal 자산 한도는 2022 년 7 월 1 일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귀하의 Medi-Cal 자격을 결정할 때 이용하는 자산 한도는 2022 년 7 월 1 일 상향 

조정됩니다. 금액은 귀하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 수 기존 자산 한도 새 자산 한도 

1 명 $2,000 $130,000 

2 명 (기존 "커플") $3,000 $195,000 

명 추가 시마다 (최대 10 명) $150 $65,000 

귀하께서 6 월 중 2022 년 6 월 30 일 전에 Medi-Cal 신청을 하실 때 귀하의 자산이 기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귀하의 카운티에서 2022 년 7 월 이후 기준으로 귀하의 자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귀하의 Medi-Cal 자격을 2022 년 7 월 1 일 이후 승인할 경우, 

귀하께 서신을 보내 결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의 자산이 2022 년 1 월 1 일에서 2022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Medi-Cal 자격 

한도를 초과하나 새 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Medi-Cal 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Medi-Cal 을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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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온라인. Covered California 웹사이트 https://www.coveredca.com 에서 

신청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인쇄하여 귀하의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지역 카운티 사무소 목록은 이 서신 뒤에 제공됩니다. 또는 DHCS 웹사이트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를 방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 변경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귀하의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Medi-Cal 에 대한 일반 문의는 Medi-Cal 헬프라인  

1-800-541-5555 로 전화해 주십시오.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California 주 

 

https://www.coveredca.com/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CountyOffice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