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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를 취득한 사람들은 2019 년도에 매달 식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식비를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라고 말하던 캘프레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SI 를 받는 사람들은 2019 년 6 월 1 일부터 캘프레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됩니까?
캘프레시는 매달 식비에 소비하는 돈을 줍니다. 귀하가 자격을 갖추면
캘프레시에서 EBT 카드라는 특별 직불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 EBT 카드를
사용하여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SSI 가 감소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SSI 를 받고 캘프레시를 받기 시작한다고 SSI 가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캘프레시를 사용하면 음식을 사기 위해 사용할 수있는 EBT
카드에 돈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렌트비와 같은 다른 중요한 일에 SSI
수표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캘프레시 금액을 받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때, 프로그램 직원이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고 캘프레시 수령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 달에 100 달러 이상의 음식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습니까?
귀하의 가족이 이미 캘프레시를 받으면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받는 총
캘프레시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희 가족의 혜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가족이 2019 년 6 월 1 일 이전에 캘프레시를 받았고 귀하의 SSI
보조금 때문에 가족의 혜택이 상실된 경우, 귀하의 가족은 보충 또는
과도기적 영양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SSI
수령자와 함께 사는 사람과 SSI 수령자가 되기 전에 캘프레시를 수령했던
사람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SSI 수혜자로 인해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카운티는 보충 또는 과도기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에
추가 식비를 제공합니다.
보충 및 과도기적 영양 혜택은 2019 년 6 월 1 일 이전에 캘프레시를 받는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 가정의 사람들이 캘프레시를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귀하 가정의 사람들이 캘프레시를 반드시
신청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서는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https://www.get 캘프레시.org/?source=cdss 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 카운티 사무실이 있는 웹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www.cdss.ca.gov/County-Offices
전화 번호는 1-877-847-3663 입니다.
저는 CAPI 를 받습니다. 저를 위해 다른 것이 바뀝니까?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을 받는 사람들은 한 개인당 월 10 달러, CAPI 부부당 20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