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SD가
지원해
드립니다.
혜택 신청
지역 사회 구성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
택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
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RA COSTA 카운티는 난민,

이민자 및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을
환영합니다.

295,000

2019년에 콘트라 코스타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
총인구의 25.6%

247억 달러

2019년 총 국외 출생 거주자는 카운티의 GDP에
기여했으며 전체의 30.8%입니다.

점점 더 다양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갑니다
새로운 202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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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리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급자족을 위해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권한을 줄 수 있는
많은 리소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의 시민권 또는 이민자 신분에 따라 결정됩니
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와 자격을 갖춘 이민
자 자녀는 CalFresh 및 CalWORKs 현금 혜
택과 같은 다수의 프로그램 자격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26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Medi-Cal 전체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 및 인적
서비스 부서
(EHSD)는
CONTRA COSTA
카운티에 오신
귀하를
환영합니다

의료

모든 사람은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Medi-Cal*: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MediCal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없으면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응급
치료 및 분만, 출산 포함)를 보장합니다.

Medi-Cal* 전체 보장: 캘리포니아는 의료, 치과,
정신 건강 및 안과 관리를 포함하여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어린이와 청년(26세 미만)에게 MediCal 전체 보장을 제공합니다. 2022년 5월부터
캘리포니아 Medi-Cal은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성인까지 확장해서 보장됩니다.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Medi-Cal 프로그램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ehsd.org/apply-forservices/
Covered California: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overedca.com/

* 소득 및 자산 자격이 적용될 수 있음

꼭 기억하세요: COVID-19 백신 접종은 이민자 신분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서류 미비
자이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 그래도 필요한 COVID-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Medi-Cal의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COVID-19 검사 및 치료를 위한 Medi-Cal 케어는
공적 부조 수혜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백신 접종은 공적 부조 수혜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 COVID-19 백신을 접종할 때는 이민자 신분에 대
한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식품 자원

CalFresh(소득 자격이 적용됨): CalFresh 식품 혜택은
가계 예산을 늘려 수혜자가 과일, 채소 및 기타 건강 옵
션을 포함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와 일부 비시민권
자녀 및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ehsd.org/apply-for-services/
WIC: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영양 프로그램.
https://cchealth.org/wic/apply.php

푸드 뱅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 지원.
https://www.foodbankccs.org

일자리 및 고용

WDB(Workforce Development Board)를 통해 일부
제공되는 기본 일자리 서비스는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
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dbccc.
com/jobseeker-services/

CalWORKs(소득 및 리소스 자격이 적용됨): 자녀가 있
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서비스. 미국 시민권자 자
녀와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수혜 조건에 해당할 수 있
습니다. CalWORKs 가족은 WTW(Welfare-to-Work)
프로그램에서 고용 및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습니다. https://ehsd.org/apply-for-services/

주거

주거 및 홈리스 서비스: 홈리스 또는 임대,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가족 지원. https://ehsd.org/overview/
housing-homeless-services

추가 프로그램:

일부 EHSD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공된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아동 보호 서비스: 의심되거나 실제 일어난 아동 학
대를 연중무휴로 신고하십시오. 문의 전화
(877) 452-8222

성인 보호 서비스: 노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대해 의심되는 학대 또는 방치를 신고하십시오. 문의
전화 (877) 839-4347 또는 콘트라 코스타 외부인
경우 (925) 602-4179.
정보 및 지원: 고령자, 장애가 있는 성인 및 간병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개. 문의 전화 (800) 510-2020
또는 콘트라 코스타 외부인 경우 (925) 229-8434.

재택 지원 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https://ehsd.org/elderly-disabled/in-homesupportive-services-ihss/
헤드 스타트 및 조기 헤드 스타트*: 저소득 가정을
위한 조기 보육 및 유치원 지원. https://ehsd.org/
headstart/childcare-preschool/head-start-earlyhead-start-and-state-preschool/
저소득 난방 및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에너지 요금에 대한 재정 지원. https://ehsd.org/
headstart/energy-assistance/

GetConnected 콘트라 코스타* 소득 자격에 따라
인터넷 요금이 인하됩니다. https://ehsd.org/getconnected-contra-costa/

4 우리 가족 내비게이터: 처음 참가자가 EHSD
및 파트너를 통해 필요한 대상 지원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Ourfamilies@ehsd.
cccounty.us로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925) 335-6581번 보이스 메일로성명, 연락처 정보
및 요청 사항을 남겨주십시오.

* 소득 및 자산 자격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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