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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메다 카운티 

주민에게 가용한 

범유행 공적 부조 

보조적 소득 보장/주정부 추가 지급 

적격성: 보조적 소득 보장(SSI)은 65세 이상 연령의 저소득자 

또는 맹인 또는 장애인에게 가용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 

추가 지급(SSP)은 보조적 소득 보장금을 늘리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보조적 소득 보장과 주정부 추가 지급은 두 가지 

다 사회보장국(SSA)으로 의해 관리됩니다.

세부사항: 소득 및 재산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도의 

개인 대상 수혜 수준은 $995이며, 부부 대상은 $1,598입니다.  

추가 정보: https://www.ssa.gov/benefits/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SSI/SSP)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이주민 대상 현금 보조 

적격성: 이주민 대상 현금 보조(CAPI)는 오로지 이민 신분으로 인

해 보조적 소득 보장/주정부 추가 지급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을 위

한 100% 주 정부 지원 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주민 대상 현금 보조는 알라메다 카운티 사회보장 

기관(ACSSA)으로 의해 관리됩니다. 

세부사항: 이주민 대상 현금 보조 금액은  보조적 소득 보장/주정부 

추가 지급을 통한 지급 액수와 동일합니다. 

추가 정보: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

ourservices/Immigrants-and-Refugees/CAPI#overview

칼프레쉬 및 강화된 칼프레쉬 
(CalFresh & Enhanced CalFresh) 

적격성: 칼프레쉬에 적격해야 함. 

세부사항: 소득 및 지출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는 가구 규모에 

해당되는 매달 칼프레쉬 수혜의 최고 금액을 받습니다. 더불어, 

칼프레쉬는 2021년 9월까지 모든 수혜금액에 15%의 추가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혜는 일반 카운티/알라메다 카운티 사회보장 기관의 적격성 

및 재심사 절차를 통해 가용합니다. 

추가 정보: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 

services/Health-and-Food/CalFresh/index 

적격성: 칼프레쉬 식품 보조를 받는 

가구의 일원인 0~6세 연령의 어린이. 2020~2021년도에 원격 교육 

또는 원격과 대면 교육이 혼합된 학습으로 등교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식사에 적격한 학령 아동. 

세부사항: 한 어린이당 매달  $123의 최고 수혜. 범유행-전자 이체 

2.0에 대한 신청서는 없으며,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2021년 

7월~8월, 학령 아동의 경우, 2021년 8월~11월에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추가 정보: https://capandemic-ebt.org/ 

범유행-전자 이체 
(Pandemic-EBT, P-EBT) 2.0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적격성: 신청자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85% 이하일 경우, 

임산부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여성, 영유아 

및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이 가용합니다. (현재 4식구 가족의 경우, 

$48,470) 최근 실직하였거나, COVID-19로 인해 직장에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적격성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항: 여성 및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은 공중 보건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https://acphd.org/wic/ 

(Women, Infant  

& Children Program, WIC) 

지역 비상 식량 분배 

적격성: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거나 비상식량 또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가족. 

세부사항: 2-1-1에 전화하거나, 알라메다 카운티 COVID-19 

식량 분배, 검사 및 서비스 지도를 활용하여, 근처에 위치한 식량 

배분 장소를 찾으십시오. 

추가 정보: 

https://www.acgov.org/maps/food-services.htm 

http://www.ssa.gov/benefits/ssi/
http://www.ssa.gov/benefits/ssi/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services/Immigrants-and-Refugees/CAPI#overview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services/Health-and-Food/CalFresh/index
https://capandemic-ebt.org/
https://www.acgov.org/maps/food-servi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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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퇴거 중지령 

적격성: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총 임대료의 25% 이상을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 

세부사항: 캘리포니아의 퇴거 중지령은 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를 막습니다. 

중지령은 2021년 9월 20일에 종료합니다. 

추가 정보: 

https://housing.ca.gov/tenant/protection_guidelines.html 

COVID-19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적격성: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COVID-19로 인해 임대료 미납 및 

추후 임대료 지불 및 유틸리티 비용에 보조가 필요한 세입자. 

신청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임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임대 및 유틸리티에 대한 

연체금이 100%까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ttps://housing.ca.gov/covid_rr/program_overview.html 

(Season of Sharing, SOS) 

나눔의 계절 

적격성: 부양하는 어린이가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장애인, 

또는 55세 이상, 수양 청소년, 친밀 파트너 폭행 또는 폭행 범죄 

생존자 및 임산부 

세부사항: 한 차례의 보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한 차례의 보조 

 사전심사 라인에 510-272-3700으로 전화하십시오. 

추가 정보: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 

services/Shelter-and-Housing/Other-Support/season-of- 

sharing 

주택 및 비상 숙소 
(Housing & Emergency Lodging 

Program, HELP) 프로그램
 

적격성: 나눔의 계절(Season of Sharing, SOS)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숙 생활을 하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 거주 싱글 성인. 

세부사항: 중대한 주택 관련 필요를 위해 HELP로부터 한 

차례의 위기-기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510-259-2200으로 전화하거나, HoEmLodgP@acgov.org로

이메일 하십시오. 

추가 정보: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

services/Shelter-and-Housing/Other-Support/HELP

적격성: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의 일원 (칼프레쉬 또는 메디-칼 

수혜자 포함) 

세부사항: 인터넷 접속 비용에 도움이 되도록 매달 최고 $50까지의 

보조 및 자격의 갖춘 노트북, 태블릿 또는 컴퓨터 구매에 

$100까지의 보조금 제공 

추가 정보: 

https://getemergencybroadband.org/ 

비상 브로드밴드 혜택 

적격성: 2020년 1월 20일 이후 COVID-19 사망자의 장례 

비용. 사망자의 시민권에 대한 요건 사항은 없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을 갖춘 영주권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www.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 

assistance/faq 

COVID-19 장례 보조 

mailto:HoEmLodgP@acgov.org
https://housing.ca.gov/tenant/protection_guidelines.html
https://housing.ca.gov/covid_rr/program_overview.html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services/Shelter-and-Housing/Other-Support/season-of-sharing
https://www.alamedacountysocialservices.org/our-services/Shelter-and-Housing/Other-Support/HELP
https://getemergencybroadband.org/
https://www.fema.gov/disaster/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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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적격성: 2018년 7월 8일 또는 추후 시작한 

일반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UI) 청구 반드시 

캘리포니아 직업영역개발부(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를 통해 신청 해야 함 

세부사항: 가용한 혜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적 53주까지의 

실업수당 제공 첫 24주 수령 후, 2021년 3월 14일부터 2021년 

9월 4일까지 추가적 29주가 가용함. 

추가 정보: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 

act.htm#PEUC 

범유행 비상 실업수당 

범유행 추가적 보상 
(Pandemic Additional Compensation, 

PAC로도 알려진 FPUC)  

적격성: 실업 보험, 범유행 비상 실업수당, 범유행 실업 보조 및 

기타 실업 혜택 수혜자. 반드시 실업 혜택을 수혜 받아야 함, 추가 

조치 불필요. 

세부사항: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주당 

추가적 $600 지불, 2020년 12월 29일에서 2021년 9월 

4일까지 $300.  

추가 정보: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

act.htm#PAC

혼합 근로자 

적격성: 실업 보험, 범유행 비상 실업수당 또는 연방-주정부 연장 

기간(Federal-State Extended Duration, FED-ED) 수혜자. PUA 

또는 트레이닝 연장 (Training Extension, TE) 혜택 수혜자에게는 

가용하지 않음. 반드시 캘리포니아 직업영역개발부를 통해 신청 

해야 함. 

세부사항: 적격 실업 보험을 받고 청구 이전 연도에 자영업 소득을 

벌은 사람에게 매주 추가적 $100 제공. 

추가 정보: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

act.htm#MEUC 

(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 MEUC) 

적격성: 알라메다, 알바니, 버클리, 에머리빌, 오클랜드 또는 

피드몬트에 거주하는 가족 

리퍼럴 연락처: 510-658-0381 bananasbunch.org 

보육 자원 및 리퍼럴: 

바나나 (Bananas) 

보육 자원 및 

적격성: 캐스트로 밸리, 프리몬트, 헤이워드, 뉴아크, 샌리엔드로, 

샌로렌조, 또는 유니온 시티에 거주하는 가족. 

리퍼럴 연락처: 510-244-0506 info@4c-alameda.org 

리퍼럴: 알라메다의 4C 카운티 

하이블리 (Hively) 

적격성:  더블린, 리버모어, 플레젠턴 또느 수놀에 

거주하는 가족; 

리퍼럴 연락처: 925-417-8733 hello@behively.org 

보육 자원 및 리퍼럴: 

범유행 실업 보조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적격성: 사업주, 자영업자, 청부인 및 제한적인 이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일하지 않거나 

일하는 시간이 감소된 사람. 반드시 캘리포니아 EDD를 통해 

신청 해야 함. 

세부사항: 2020년 2월 2일부터 2021년 9월 4일까지 가용함. 

추가 정보: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 

act.htm#PUA

https://bananasbunch.org/
mailto:info@4c-alameda.org
mailto:hello@behively.org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act.htm#PEUC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act.htm#PUA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act.htm#PAC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cares-act.htm#ME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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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액 공제 

캘리포니아주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적격성: 2020년도 세금을 신고했으며 (매 과세 연도마다 가용), 

소득이 가구에 해당하는 특정 한계 미만임. 

세부사항: 2021과세 연도에만 해당. 개인당 최고 공제액 $1,052 

- 전후 년도 최고 공제액 $543.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6,600까지 받을 수 있음.

추가 정보: https://www.irs.gov/credits- 

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

근로 소득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CTC) 

적격성: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세금을 신고했거나, 미국 국세청 

(IRS) 비신고자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했으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음. 

세부사항: 2021과세 연도에만 해당.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3,600 

연간 공제액; 6~17세 자녀의 경우 $3,000 연간 공제액. 

공제금의 절반 가치로 월불 가능.  

추가 정보: https://www.irs.gov/credits- 

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Child & Dependent Care Tax Credit) 

적격성: 세금 신고자(매 과세 연도마다 가용)가 근무하는 동안 

또는 취업 준비 중 누군가에게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돌보도록 

지불했을 경우 

세부사항: 2021과서 연도에 한 명의 자녀 경우, 최고 공제액 

$4,000, 두 명 이상의 경우 $8,000. 

추가 정보: https://www.irs.gov/forms-pubs/about-

publication-503

보육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적격성: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소유하고, 근로 소득이 있고, 세금을 신고했으며, 

조정 소득 금액이 $30,000 이하인, 그리고 자격을 갖춘 어린이가 

있는 성인 또는 사람 

세부사항: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 세액 공제는 저소득자 및 

중위소득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변제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개인당 최고 공제액는 $243이며, 3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3,027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ttps://www.ftb.ca.gov/about- 

ftb/newsroom/caleitc/index.html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 세액 공제 

(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 CalEIT)) 

어린 자녀 세액 공제 
(Young Child Tax Credit, YCTC) 

적격성: 6세 미만 어린이의 부모로, 저소득 및 중위소득의 세금 

신고자.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 세액 공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린 자녀 세액 공제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사항: 어린 자녀 세액 공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자 및 

중위소득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변제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세금 신고자당 $1,000까지의 보조가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https://www.ftb.ca.gov/file/personal/credits/california- 

earned-income-tax-credit.html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03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caleitc/index.html
https://www.ftb.ca.gov/file/personal/credits/california-earned-income-tax-credit.html


August 2021 - Page  5 of 
5 

 

”재난 지원금” 이라고도 불리는 연방 경제적 영향 지급 

(“Stimulus Check”;Economic Impact Payments, EIP) 
 

 

 

 

 

캘리포니아주 재난 지원금 

(California State Stimulus Payments) 
 

 
 

2020년도 경제적 영향 지급 
(2020 Economic Impact Payments) 

적격성: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세금을 신고했거나, 

미국 국세청 (IRS) 비신고자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했으며, 

소득이 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특정 한도 미만임. 

세부사항: 2020년 4월에 $1,200까지의 첫 지급, 2020년도 12월에 

$600의 두 번째 지급. 대부분의 자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추가 정보: 

https://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 

2021년도 경제적 영향 지급 
(2021 Economic Impact Payments) 

적격성: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세금을 신고했거나, 

미국 국세청 (IRS) 비신고자 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했으며, 

소득이 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특정 한도 미만임. 성인 

부양가족은 이번 단계에서만 적격합니다. 

세부사항: 2021년 봄에 $1,400까지의 세 번째 지급 - 대부분의 

적격자는 자동으로 받게 되며, 추가적 조치의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https://www.irs.gov/coronavirus/third-economic-impact- 

payment 

 골든 스테이트 재난 지원금 I  
 (Golden State Stimulus I, GSS I) 

 

 

적격성: 2020년도 세금을 신고하였고 캘리포니아 근로 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 세금 신고자로, $75,000 이하의 

조정 소득 금액. 

세부사항: 골든 스테이트 재난 지원금 I은 저소득 가족 및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600 또는 

$1,200의 한 차례 지급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https://www.ftb.ca.gov/about- 

ftb/newsroom/golden-state-stimulus/gss-i.html 

   골든 스테이트 재난 지원금 II  
   (Golden State Stimulus II, GSS II) 

 

적격성: 2020년도 세금을 신고했고, $75,000 이하의 조정 

소득 금액이 있으며,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 소유자. 

세부사항: 골든 스테이트 재난 지원금 II는 골든 스테이트 재난 

지원금 I을 받았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골든 스테이트 재난 

지원금 I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에게는 $500를 

추가하여, 개별 납세자 식별 번호 세금 신고자에게 $500을 추가하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00) $500까지 한 차례의 지급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https://www.ftb.ca.gov/about- 

ftb/newsroom/golden-state-stimulus/gss-ii.html 

http://www.irs.gov/newsroom/recovery-rebate-credit
https://www.irs.gov/coronavirus/third-economic-impact-payment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golden-state-stimulus/gss-i.html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golden-state-stimulus/gss-ii.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