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어린이 모델(Whole Child Model)이란? 
자녀가 캘리포니아 어린이 서비스(CCS) 및 메디컬(Medi-Cal)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CCS 혜택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달리 적용됩니다. 

이는 CalOptima(귀하의 메디컬 관리 케어 플랜)이 메디컬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및 귀하 자녀의 CCS가 승인한 질

환 관련 서비스를 인증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녀 담당자와의 예약, 서비스, 치료, 처방 약물, 내

구성 의료 장비(DME)를 포함합니다. 

 CCS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동일한 CCS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학 치료 프로그램: 전체 어린이 모델은 귀하의 자녀가 물리 치료(Physical Therapy, PT) 혹은 직업 치

료(Occupational Therapy, OT)를 받는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 새로운 CCS 회원은 여전히 지역 카운티 CCS 사무실을 통해 가입됩니다. 의료, 주거, 경제 자격 요

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자녀의 연례 검토는 여전히 지역 카운티 CCS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급자 및 처방: 상원 법안 586에 따라, 3단계 전환 이전 12개월 내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비응급 방

문을 한 경우 귀하의 자녀는 CCS에 속한 해당 공급자(내구성 의료 장비 공급자 포함)를 12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급자는 CALOPTIMA에서 위임한 보건 네트워크 요금을 수용

하고, 귀하 자녀의 케어 관련한 정보를 CALOPTIMA와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는 

처방이 끝날 때까지 처방전 약물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케어의 지속이

라 합니다. 법안의 전문을 FAMILYVOICESOFCA.ORG/CCS-WC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케어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은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현재의 케어 코디네이터가 가용할 경우 해당 케어 코디네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공공 보건 간호사 혹은 간호 사례 관리자로 알고 계실 수 있

습니다). 1-888-587-8088로 CalOptima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하여 현재의 케어 코디네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12개월 간의 ”케어의 지속”이 종료될 시점이 다가오면 케어의 지속 기간 연장 플랜을 요청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 해당 플랜이 요청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기준, 해당 플랜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의 항소 과정을 통지 받게 됩니다.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례 관리: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케어 코디네이터가 생길 것

입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귀하의 가정의 전문 케어 발견, 승인 관리, 어린이 전체에 

대한 케어 조정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간호 사례 관리자 혹은 공공 보건 간호사

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CalOptima는 이들을 귀하의 케어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승인 및 지급: 귀하의 공급자는 승인 요청서 및 청구서를 귀하의 CALOPTIMA 

네트워크(귀하 자녀의 메디컬 카드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로 보낼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FAMILY VOICES OF CA에 연락하십시오 | 1-888-387-0393  |  ABARCLAY@FAMILYVOICESOFCA.ORG 



  개인 케어 코디네이터가 정해졌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CalOptima 건강 네트워크(본 문서 왼쪽에 전화번호  

          목록이 있습니다)에 자녀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 목록을 알려 주 

          십시오. 자녀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CalOptima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급자가 CCS에 포함될 동안 지속적으로 

 케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귀하의 메디컬(Medi-Cal) 사례를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요약  

네트워크에 문의하십시오 !  

(전화번호는 왼쪽에 있습니다 )  
           케어의 지속 체크리스트—  

 전체 어린이 모델(Whole Child Model) 관련 추가 정보 

 상원 법안 586 해석 및 전환 중 자녀의 권리 

  불만사항 혹은 항소 제출 

 귀하의 관리 케어 플랜 혹은 CCS 사무실과의 의사소통 지원 

전화 혹은 이메일: 1-888-387-0393  |  ABARCLAY@FAMILYVOICESOFCA.ORG 

FAMILY  VOICES  OF  CA가 도와드립니다 !  

전체 어린이 모델이란? (계속) 

전체 어린이 모델 3단계(오렌지 카운티) 시작일: 

 2019년 7월 1일 

관리 케어 플랜 

CalOptima 

CALOPTIMA 고객 서비스 

1-888-587-8088(Medi-Cal은 1번,   

전체 어린이 모델은 2번을 누르세요) 

TDD/TYY: 1-800-735-2929 

오렌지 카운티 CCS 사무실 

714-347-0300  

CALOPTIMA  

네트워크 

알타메드(AltaMed) 

1-866-880-7805  

AMVI 메디컬 그룹 

AMVI Medical Group 

1-866-796-4245  

아타 웨스턴 메디컬 그룹Arta 

Western  

Medical Group 

1-800-780-8879  

CalOptima 커뮤니티  

네트워크 (CalOptima  

Community  

Network) 
1-888-587-8088  

CHOC 보건 연합 

(CHOC Health  

Alliance) 

1-800-424-2462  

패밀리 초이스 메디컬 그룹 

(Family Choice  

Medical Group) 
1-714-898-0765  

카이저 퍼미난테 

(Kaiser Permanente) 
1-800-464-4000  

모나크 패밀리 헬스케어 

(Monarch Family 

HealthCare) 
1-888-656-7523  

노블 미드오렌지 카운티 

(Noble Mid-Orange 

County) 

프로스펙트 메디컬

(Prospect Medical) 

1-800-708-3230 

탤버트 메디컬 그룹 

(Talbert Medical Group) 

1-800-297-6249  

유나이티드 케어 메디컬  

그룹(United Care  

Medical Group) 

1-714-836-8266  

리걸 메디컬 그룹 

(Regal Medical Group) 

1-844-292-5173 

CALOPTIMA 네트워크는  

회원 ID 아래에 있습니다

Your Network XXX-XXX-XXXX 

(사례 관리에 대한 사항은 네트워크에 문의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이 페이지 왼쪽에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orange+county+ccs&rlz=1C1CHBD_enUS812US812&oq=orange+county+ccs&aqs=chrome..69i57j0l5.1822j1j4&sourceid=chrome&ie=UTF-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