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e of California—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MICHELLE BAASS 
DIRECTOR

GAVIN NEWSOM 
GOVERNOR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Medi-Cal Eligibility Division 
P.O. Box 997417 MS4607 

Sacramento, CA 95899-7417 
Internet Address:  http://www.DHCS.ca.gov 

Medicare Savings Programs 

자산 한도의 증가에 대한 중요 소식 

Medicare Savings Program 신청자님께: 

California 의 새로운 법률은 개인이나 가족이 보유할 수 있고 계속 메디케어 보험료와 
본인 부담 비용을 지불하는 Medicare Savings Programs 에 대한 자격을 갖춘 자산   
(재산 및 돈) 의 총액을 인상합니다. 계산되는 자산에는 은행 계좌, 현금, 보조 차량및 
주택 그리고 기타 재정 자원이 포함됩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s 에 대한 자산 한도는 2022 년 7 월 1 일에 오를 
예정입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s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계산하는 자산에 대한 한도는 2022 
년 7 월 1 일 에 올라갑니다. 금액은 가구 내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 내 인원수 이전 자산 한도 새 자산 한도 

1 명 $2,000 $130,000 

2 명 (이전 "커플") $3,000 $195,000 

2022 년 6 월 30 일 이전에 Medicare Savings Program 을 신청했고 자산이 이전 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카운티는 2022 년 7 월부터의 귀하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본 
부서에서 2022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Medicare Savings Program 신청을 
승인했으면 결정을 알리는 서신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산이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Medicare Savings Program 
자격을 얻기 위한 한도를 초과했지만 새로운 자산 한도보다 낮은 경우 이제 Medicare 
Savings Program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Medicare 
Savings Program 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지역 카운티 사무소로 가거나 연락하세요.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서는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의 웹 사이트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Pages/Index-MC13-MC0805.asp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인쇄하여 지역 카운티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Pages/Index-MC13-MC0805.aspx
http://www.DHCS.ca.gov


 

  

이 서신과 함께 지역 카운티 사무소 목록이 제공되었습니다. 또는  
Department of Health Care 웹 사이트 dhcs.ca.gov/col 로 이동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Medicare Savings Program 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Medi-Cal 
헬프라인에 1-800-541-5555 로 문의하십시오. 통화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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