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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으세요!
HEALTH NET COMMUNITY CONNECT로 무료 서비스  
또는 저가 서비스 찾기
Health Net Community Connec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찾고, 
서비스 연결 및 혜택 신청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Community Connect가 대신 수행합니다.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지역 공급업체를 검색하십시오.

간편한 3단계 검색
의료 관리, 식품, 주택, 대중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으십시오.

 1 https://healthnet.findhelp.com 을 방문합니다.

 2 복지 필요 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완료합니다.

 3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Search)을 클릭합니다.

Findhelp – California Advancing 

and Innovative Medi-Cal(CalAIM)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연결하려면:

• https: //communitysupportsecm.

findhelp.com을 방문합니다.

•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Search)을 클릭합니다.

주제별 선택 범위 좁히기   
•	열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그런 다음 입력한 우편번호에 따라 하위 주제를 선택합니다. 100개가 
넘는 언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ommunitysupportsecm.findhelp.com
https://communitysupportsecm.findhelp.com
http://HealthNet.com
https://healthnet.findhelp.com


검색 결과의 실제 예
아래 검색 결과는 특정 우편번호에서 식품(Food) 및 비상 식품
(Emergency Food) 아래 많은 옵션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California에는 20,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위 주제 선택 후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정렬 기준: 관련성 또는 근접성
결과 추가 정의: •	개인 (예: 연령대, 성별, 긴급 수준) 

•	프로그램 (예: 운영 시간 및 비용)  

•  소득 가입 자격
제공되는 상세 
정보:

•	주소 

•	전화번호
•	운영일/운영 시간 

•	설명 

•	지도 및 기타 사항 

추가 정보: 비즈니스 또는 리소스에 대한 인쇄 보기를 
제공합니다.

제안 사항: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최신 상태가 아닌 경우 
연락주십시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연락:
Medi-Cal 가입자 서비스부 
800-675-6110(TTY: 711).

기밀 유지: 
검색은 비공개입니다. 검색으로 
인해 누구도 귀하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귀하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Health Net Community Solutions, Inc.는 Health Net, LLC 및 Centene Corporation의 자회사입니다. Health Net은 
Health Net, LLC의 등록 서비스 표시입니다. 표시된 다른 모든 상표/서비스 상표는 각 회사의 자산입니다.  
저작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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