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phone Directory
일반 정보
로스앤젤레스 정보전화(info line) *

211

TDD (청각 장애인을 위한)

(800) 660-4026

공공 도움 전화

(800) 339-6993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

(213) 744-4344

아동 보호 핫라인**

(800) 540-4000

유아 안전 포기

(877) 222-9723

가정폭력 핫라인

(800) 978-3600

노인학대 핫라인

(877) 477-3646

정신건강 서비스

(800) 854-7771

약물사용 장애 서비스

(800) 564-6600

사기
L.A. 카운티 사기 핫라인

(800) 544-6861

중앙 사기신고 핫라인

(800) 349-9970

범죄신고 핫라인

(800) 78-CRIME

We Tip 사기 핫라인

(800) 87-FRAUD

신청하려면
고객 서비스 센터(CSC)

(866) 613-3777

커버드 캘리포니아

(800) 300-1506

가내 지원 서비스 (IHSS)

(888) 944-IHSS
(213) 744-4477

참여자 정보
고객 서비스 센터

(866) 613-3777

항소 및 주 청문회

(800) 952-5253

아동 보육 핫라인

(877) CHILD-99

* 긴급 식량 또는 피난처, 법률 서비스 및 기타 필요사항 소개

사회복지국
효율적 보호 관리 서비스를 통한
풍성한 삶

사명

재정 지원

효율적 보호 관리 서비스를 통한
풍성한 삶

가주 직업 기회와 아동을 위한 의무 (CaIWORKs) CalWORKs는 가족수에 해당되는 수입과 재산이 주
정부 최대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 아동이 있
는 가정에 임시 재정적 지원 및 고용-집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보조를 받
는 성인에 대해 현금 보조를 평생 48개월로 제한하
고 있으며 이에는 타주에서 수령한 보조도 포함됩니
다. 자격이 되는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연령이 18세가 될때까지 보조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에 대한 특별한 요구 조건
으로는 자녀 양육 서비스국과의 협력, 예방 접종 증
명 및 미성년자 학교 출석 확인서가 포함됩니다. 신
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보조를 받는 부모
들은CaIWORKs Welfare-to-Work 자립에 이르는 보
다 넓은 길(GAIN)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야 합니다. 편부모는 연령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매주 평균 20시간을 참여해야하거나 연령 6세
미만의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매주 30시간을 참여
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한
사람 또는 둘 모두 매주 평균 35시간을 참여해야 합
니다. 고용이 되고 근로소득이 현금 보조를 계속해
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48개
월간의 현금 보조를 다 써버린 CaIWORKs 참여자
는 지속적인 CalFresh 혜택, Medi-Cal 혜택, 아동 보
육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CaIWORKs 연
방 생활보조금(SSI) 옹호 서비스는 SSI에 대해 잠정
적으로 자격이 되는 장애인을 위해 제공됩니다.

저희의 철학:
저희는 저희가 돕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며 지역 사회에
긍적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지도력, 협동심 및 개인적
인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확장된 자원, 혁신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공공 및 민간 부
분의 협력의 결과로, 지역 사회 내에서의 헌신과 활동
을 위한 촉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
니다.

간단한 개요
DPSS는 인구 면에서 40개주보다 더 많은 수인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4,100 평방 마일이나 되는 지
역으로; 88개의 도시를 포함하는; 인종적 그리고 문화
적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의 수요에 응하는 카운티를 상
대로 봉사합니다.
DPSS는 매년 예산이 $39억을 초과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 10명 중 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PSS는 13,000명을 초과하는 직원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 걸쳐 50여개가 넘
는 사무소에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에서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DPSS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http://dpss,lacounty.gov 를 방
문하십시오. 또한 카운티 서비스 및 프
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www.LACounlyHelps.org를 방문하거나
저희 웹사이트에서 Your Benefits Now
를 클릭하십시오.

대부분의 DPSS 프로그램은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의
무화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반 범주에 해당됩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자급자족 및 자립을 도모하는 임
시 재정 지원 및 고용 서비스.

슈퍼바이저 위원회
Hilda L. Solis

Sheila Kuehl

제1지구

제3지구



및 저비용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

Michael D. Antonovich
제5지구
Mark Ridley-Thomas
제2지구

PA 1410 (4-15) KOREAN

Don Knabe
제4지구

저소득 개인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무료



저소득 개인 및 가정에 대한 영양 지원.

Cal-Learn - Cal-Learn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CaIWORKs 현금 보조를 받고 있는 연령 19세 미만
의 임산부 및 십대 부모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입니
다. 그 십대 청소년들은 고동학교 졸업장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집중적인 케이
스 관리를 받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아동 보육, 교통비, 교육
경비, 보너스 및/또는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CaIWORKs 주택 프로그램 - CalWORKs 주택 프로
그램은 CalWORKs 노숙자 가정, 노숙자 위기에 처
한 가정, 퇴거 방지, 또는 그들의 현 상황에서 저렴
한 영구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여
러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으로는 임
시 주거 지불금, 영구 주택 지불금, 단기 임대 보조
금 ,퇴거 방지 보조, 이주 보조금, 및 케이스 관리 서
비스가 포함됩니다.

재정 지원

Welfare-To-Work 프로그램

일반구호(GR) - GR은 연방 또는 주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는 궁핍한 성인 및 어떤 특수 상황에 처
한 아동들에게 현금 보조를 제공하는 카운티 재정 지
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인은
어느 12개월 주기 중 9개월 이상 보조를 받을 수 없습
니다.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일반 구호 고용의 기회
(GROW)에 대한 참여는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
인에게는 필수입니다. 확인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애가 있는 개인은 시간 제한 없이 GR을 받을 수 있으
며 GROW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정부 생활
보조금(SSI) 옹호 서비스는 잠정적으로 SSI에 대해 자
격이 되는 장애인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시, 모든
GR 신청인은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게
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
된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GR 참여자는 CalFresh와 Medi-Cal에 대한 자격이 됩
니다.

자립에 이르는 보다 넓은 길(GAIN) – GAIN 프로그램은
CaIWORKs 참여자들이 직장을 찾고, 직장을 보유하고,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자급
자족 및 자립할 수 있는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직장 클럽, 직업 평가, 교육/훈련, 고용 보조,
커뮤니티 서비스 및 고용 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고용
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GAIN에서는 교통, 아동 보육, 및
유니폼 및 장비와 같은 특수 직장 관련 경비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약물 중독, 및 정신 건강 서비스도 제공합니
다.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 CAPI는 이
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 정부 생활 보조금/주정부 생활
보조금 (SSI/SSP)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 노인,
시각 장애인, 및 신체 장애인인 합법적인 비시민권자
에게 현금보조를 제공합니다.. CAPI 참여자는 MediCal, 가내 지원 서비스 (IHSS), 및/또는 CalFresh 혜택
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API 신청서는 DPSS
GR 사무소 어느 곳에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 계시는분들은 이 안내 책자 뒷면에 기재된 고객 서
비스 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lFresh - CalFresh 프로그램 (이전의 Food Stamps)
은 저소득 가정이 필요한 기초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
도록 돕습니다. “가정”이란 개인 또는 함께 살면서 식
품을 같이 구입하고 준비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CalFresh 혜택은 데빗카드와 유사한 전자 혜택 이체
카드 (EBT)로 이체됩니다. 수령 혜택 수준은 소득과
주거 비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긴급 상황인 경우, 자격
이 되는 가정은 CalFresh 혜택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서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주정부 생활보조금
(SSP) 수혜자는 CalFresh 혜택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
습니다.
난민 현금 보조 - 난민 현금 보조 프로그램(RCA)는 난
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달부터 또는 망명이 승인된 날
짜로 시작해서 그 난민에게 8개월 동안 현금보조,
Medi-Cal 및 CalFresh를 제공합니다. CaIWORKs 또
는 SSI/SSP에 대한 자격이 되는 난민은 RCA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보육* - CaIWORKs 아동 보육 프로그램은 일하고
있거나 카운티에서 승인한 Welfare-to-Work 활동에 참
여하는 현재 및 전 참여자들을 위해 아동 보육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CaIWORKs 부모들은 면허가
있거나 면허가 면제된 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정보 및 소개(R & R)기관
을 통해 아동 보육 소개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동 보육
지불금이 제공자에게 지불됩니다. 일하고 있으며 보조
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가족은 그들의 소득이 주정부에
서 확정한 소득 한계 미만인 한 아동 보육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DV)* -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당한 전/현재 희생자인 CaIWORKs 참여자는
다양한 DV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에는 안전한 주거지, 음식, 의류, 아동 보육, 교통, 그
룹 및 개인 상담과 접근 금지, 양육권 및 이민관련 문
제에 대한 법률 보조가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MH)* -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CalWORKs 참여자는 MH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
며 이 서비스에는 고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서비스와 그룹, 개인 및 가족 상담이 포함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 (SUD)* - 약물 사용 장애 문제가 있는
CalWORKs 참여자는 고용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주 치료와 개인, 그룹, 및 가족 상담이 포함되
는 SUD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민고용프로그램 (REP) - REP는 미국에 5년 미만 (또
는 연방 면제로 더 오래)살고 있는 난민과 망명인에게
케이스 관리, 훈련 및 고용 배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구호 고용의 기회 (GROW) - GROW는 고용 가능
한 GR 참여자가 직장을 얻고 자주자립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자에게는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일할 GROW 케이스 메니저가 할당됩니다. GROW 참
여는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GROW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은 직장 클럽, 직업 평가,
교육 및 훈련과 같은 활동을 할당 받습니다. GROW는
교통비와 물품 또는 유니폼과 같은 직장관련 경비 지원
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 및 가정 폭
력 서비스 또한 GROW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 관리 프로그램

가내 지원 서비스 (IHSS)* - IHSS는 연령 65세 이상, 장
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인 사람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
한 지불을 보조해 줌으로써 그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아동 또한 IHSS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IHSS는 양로원 또는 주거식 요양 시설과
같은 가정 외 간호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이
미 Medi-Cal을 받고 있다면, 카운티 소셜워커가 IHSS에
대한 자격 및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Medi-Cal에 대한 자격이 먼저 결정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IHSS 서비스는: 요리, 청소, 세탁과
옷입기 및 목욕과 같은 개인관리서비스가 포함됩니다.
IHSS 신청은 이 안내 책자 뒷면에 있는 전화 번호 중 한
곳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및 서비스

Medi-Cal* - Medi-Cal 프로그램은 가족과 개인에게 포괄
적인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CaIWORKs 가족은 계속
해서 무료 Medi-Cal을 받습니다. 적정가 의료법(ACA)으
로 Medi-Cal 혜택이 저소득, 장애인이 아닌 연령 19세에
서 64세 사이의 아동이 없는 성인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당신은 올해 어느 달이든 Medi-Cal 등록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의료 보험은 공개 등록 신
청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의 전화번호 어느 것으로든 연락하십시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 사태 관리 - 으뜸가는 카운티 재해 대처 부서로

 온라인 https://www.dpssbenefits.lacounty.gov에 로그

떠한 사기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4개의 24시

온하여 Your Benefits Now (YBN)을 통해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객서비스센터에 (866) 613-3777번으
로 전화해서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DPSS Medi-Cal
Outreach District 16, PO BOX 5270, El Monte, CA
91734-9915.
 웹사이트 http://dpss.lacounty.gov를 방문하여 MediCal 신청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사회 복지국(DPSS) 지역 사무소 또는홍보 장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CoveredCA.com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또는 (800) 300-150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DPSS 직원이 파견된 병원, 진료소, 학교, 지역 사회 기
관, 식료품 점, 및 지역 사회 행사장과 같은 비 전통적
인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및 저비용 건강 관리 프로그램 – DPSS는 Medi-Cal
신청서 접수를 받고 다음과 같은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소개해 줍니다: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CHDP) 프로그램; 여성, 유아 및 아동 (WIC);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CCS) 및 건강한 어린이.

서, DPSS는 식량 은행과 다른 인적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재해 피해자들에게 보호 및 피난처를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다. DPSS는 셰리프, 최고 경영자, 또
는 미 적십자의 호출에 응답하여 경보를 발하고, 동원
시키며, 인원을 할당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기 방지* - 사회 복지국은 복지 사기를 포함하여 어
간 사기 핫라인이 있습니다. DPSS 복지 사기 예방 및
수사 (WFP&I) 부서에서는 복지 사기 혐의에 대해 수
사하고 금액을 결정하며 사기로 초과 지불된 현금 및
초과 지급된 CalFresh에 대해 배상하도록 합니다.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 -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은 50
군데 장난감 임대 센터를 통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
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대
여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슈
퍼바이저 위원회 및 DPSS에서 후원하는 자발적인 지
역 사회 활동입니다. 장난감 임대 센터는 로스앤젤레
스 카운티 전역에 걸쳐 위치해 있습니다.
사회봉사 정액 보조금 (CSBG) - 사회봉사 정액 보조
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자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동기부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가난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돕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SBG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웹사이
트 http://dpss.lacounty.gov/dpss/csbg로 가십시오.
*전화번호는 이 안내책자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