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호 및 옹호 시스템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전환 프로그램
(CCT,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s): 요양원 거주자가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방법
2021년 4월, 출판물 #5602.03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전환 (CCT,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s)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방
법률 및 캘리포니아주의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따라 기금이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세한 정보는 DRC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질문)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전환 (CCT,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s)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CCT 프로그램은 주 보건부인 (DHC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를 통해 제공되는 Medi-Cal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며,
Medi-Cal 수혜자 중에서 입원시설에 거주한 사람이 의료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CCT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Medi-Cal 수혜자가 병원이나 전문 요양 시설과 같은 의료 시설에
60일 이상 거주했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시설에서 받은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CCT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질문) CC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먼저, 귀하 지역의 CCT 코디네이터가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서
귀하가 선택한 지역사회로의 이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귀하를
만납니다. 귀하의 자택, 가족의 주택 또는 귀하의 아파트로의 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 임대 및 필수 주거 용품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CC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CCT 프로그램은 귀하의 재정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것과
그 아파트에 자리잡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CCT 프로그램은 가로대 및 경사로와 같은 주택 개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CCT 프로그램에서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예,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CT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간호사 케어, 재택간호인 (IHSS, In Home
Supportive Services),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 장비 확보, 교통 수단,
귀하가 이사하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질문) CCT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하고, 셋업하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원 탐색 등의 도움을
받고나면 CCT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까?
답변) 아니요, CCT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사례 관리인
케이스 메니지먼트입니다. CCT 프로그램은 귀하가 귀하의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 년 동안 귀하의 케이스를 유지하고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 CCT 프로그램에 어떻게 연락합니까?
답변) DHCS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CC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두
CCT 조직체인 “Lead CCT Organizations라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운티에 CCT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선두 CCT 조직을 찾으려면 다음 DHCS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s Project - DHCS - CA.gov
또는 DHCS로 이메일을 보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California.CommunityTransitions@dhcs.ca.gov

또는 DHCS에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916) 552-9105
(916) 552-9105
(833)388-4551
가족, 친구 또는 시설 사회 복지사에게 CCT 연락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CT 제공자의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전환 (CCT, California Community
Transitions) 선두 조직 연락처
최종 업데이트: 2020년 3월 19일

ACCESS TLC HOME HEALTH CARE
Shelly Chilton

shelley@AccessTLC.com
(805) 517-1620

서비스 제공 카운티: Los Angeles 및 Ventura

ARCHANGEL HOME HEALTH, INC. (AHHI)
Daniel Suh

cca-lo@archangelhomehealth.com
(562) 861-7047

서비스 제공 카운티: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및 San Bernardino

CHOICE IN AGING (CIA)
Karen Stuckey

kstuckey@choiceinaging.org
(925) 682-6330

서비스 제공 카운티: Contra Costa, Sacramento 및 Solano

DAYLE MCINTOSH CENTER (DMC)
Bruce Morgan

bmorgan@daylemc.org
(714) 621‐3300

서비스 제공 카운티: Orange

EAST BAY INNOVATIONS (EBI)
Serom Kim Sanftner

ssanftner@eastbayinnovations.org
(510) 618‐1580

서비스 제공 카운티: Alameda

FREED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FREED)
Valerie Sharp

valerie@freed.org
(530) 477-3333 / (530) 615‐7327 / TTY (530) 477-8194

서비스 제공 카운티: Colusa, Nevada, Sierra, Sutter, Yuba

HOME AND HEALTH CARE MANAGEMENT (HHCM)
Shelly Estrada, 과도기 케어 책임자

sestrada@homeandhealthcaremgmt.com
(530) 343‐0727 / (800) 400‐0727

서비스 제공 카운티: Butte, Colusa, Del Norte, El Dorado, Glenn,
Humboldt, Lake, Lassen, Modoc, Nevada, Placer, Plumas,

Sacramento, San Joaquin, Shasta, Sierra, Siskiyou, Solano, Sutter,
Tehama, Trinity, Yolo, Yuba

INDEPENDENT LIVING CENTER OF KERN COUNTY (ILC-KC)
Jimmie Soto, ILCKC 책임자

Jimmie@ilcofkerncounty.org
(661) 325‐1063

서비스 제공 카운티: Kern

INDEPENDENT LIVING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INC. (ILC‐
SC)
Norma Jean Vescovo

nvescovo@ilcsc.org
(818) 785‐6934

서비스 제공 카운티: Los Angeles

INDEPENDENT LIVING RESOURCE CENTER, INC. (ILRC‐SB)
Brian Hollander

bhollander@ilrc-trico.org
(805) 963‐0595 x 112

서비스 제공 카운티: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및 Ventura
INNERJOY HOME HEALTH SERVICE (INNER JOY)

Craig Michayluk

craig@innerjoy.com
(805) 522-1420

서비스 제공 카운티: Los Angeles 및 Ventura

INSTITUTE ON AGING (IOA)
Matthew Mouille

mmouille@ioaging.org
(415) 750‐8760

서비스 제공 카운티: San Francisco, San Mateo, Santa Clara
LASTING INCOME FOR ELDERLY INC. (LIFE)
Lilian Bruce

lilianbruce@lifereferral.org
(805) 377-0625

서브스 제공 카운티: Kern, Kings, Santa Barbara, Ventura

LIBERTANA HOME HEALTH OF SHERMAN OAKS (LHH)
Yanine Arias

yarias@libertana.com
(800) 750‐1444

서비스 제공 카운티: Fresno, Imperial, Kern,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San Luis Obispo, Santa Barbara
and Ventura

PARTNERS IN CARE FOUNDATION (PARTNERS)
Jacqueline Ascenzi, 사회복지학 석사 전환프로그램 수석 코디네이터

jascenzi@picf.org
(818) 408-5250

서비스 제공 카운티: Los Angeles, Riverside 및 San Bernardino

SILICON VALLEY INDEPENDENT LIVING CENTER (SVILC)
Sheri Burns

Sherib@svilc.org
(408) 894‐9041

서비스 제공 카운티: Santa Clara

THE CARING CONNECTION (TCC)
Deb Harvey

deb@thecaringconnection.com
(818) 368‐5007 / (888) 595‐4555

서비스 제공 카운티: Los Angeles, Orange, Ventura

VENTURA COUNTY AREA AGENCY ON AGING (VCAAA)
Haleh Hashemzadeh

Haleh.Hashemzadeh@ventura.org
(805) 477-7384

서비스 제공 카운티: Ventura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발행물에 대한 다음 설문 조사를
완료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설문조사 참여]

도움 받기
귀하에게 장애가 있거나 귀하가 장애가 있는 개인의 가족이나 옹호자인
경우, 장애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 대해 질문은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
1-800-776-5746
또는 전신타자기 TTY 번호: 1-800-719-5798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이용 가능

장애인 권익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전체 자금 제공자 목록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
ListofGrantsAndContrac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