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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Fresh 수신자가 월별 긴급 할당을 잃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 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 중 시행된 추가 혜택을 종료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Orange 카운티 (2023년 2월 6일) – Orange 카운티 주민들은 연방 정부가 2023 

회계연도 통합 승인법을 제정하여 4월부터 더 낮은 CalFresh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방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2023년 2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칼프레쉬 긴급 분담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종료합니다. 긴급 배급은 정기적인 칼프레쉬 금액 이외에 추가 혜택이며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Orange 카운티 주민들에게 매달 약 3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수신자가 

연체금을 지불함에 따라 마지막 긴급 서비스 할당금은 3월에 전자 혜택 이전(EBT) 카드로 

지급됩니다. 

Orange 카운티 CalFresh 수취인은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CDSS)로부터 긴급 할당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CDSS에 따르면 "[a]s 이것은 필수적인 변화이며, 비상 할당 

혜택의 상실과 관련된 청문권이 없습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급 분담금 종료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은 주 핫라인 (888) 445-1955로 전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CalFresh 혜택 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며 매월 첫 10일 이내에 EBT 카드에 계속 

지급됩니다. 

Orange 사회 서비스 에이전시의 카운티 (SSA)는 만료 날짜가 지난 긴급 배부를 계속할 권한이 

없지만, SSA 콜 센터에 전화하도록 받는 사람을 권장합니다. 자격 전문가는 비용 증가 또는 소득 

감소와 같은 가계 변화를 검토하여 수혜자가 가능한 한 높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SSA 콜 센터(800) 281-9799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4시 30분 토요일. 

주민들은 또한 음식 및 다른 자원과 연결되기 위하여 2-1-1로 전화를 하거나 http://www.211oc.org 

를 방문할 수 있다. 

http://ssa.ocgov.com/
mailto:ssacomm@ssa.ocgov.com
http://www.211oc.org/


 
 

 
The County of Orange Social Services Agency (SSA) provides Adult Services, Assistance Programs, Public Health Insurance, Children & Family Services 
and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s to the County’s residents. SSA employs over 4,400 staff across Orange County. For more information, visit us at 

http://ssa.ocgov.com/. 
 

Orange 카운티의 경우 CalFresh, Medi-Cal, General Relief 및 CalWORKs 혜택을 신청하거나 기존 

사례 정보를 검토하려는 경우 www.ssa.ocgov.com 을 방문하거나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Medi-Cal, CalFresh, CalWORKs 또는 General Relief 공공 지원 혜택을 신청 또는 

확인하거나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통해 확인하려면 http://www.mybenefitscalwin.org 기존을 

방문하십시오: 

o CalFresh는 www.GetCalFresh.org까지만 가능합니다 

o Medi-Cal (의료 보정)은 www.coveredca.com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SSA 콜 센터(800) 281-9799 

o 콜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및 오전 7시부터오후 4시 30분 토요일. 

• 직접, SSA의 사무실에서: https://www.ssa.ocgov.com/about-us/office-locations/office-

locatio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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