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CalEITC4Me.org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CalEITC4Me

귀하께서 많은 캘리포니아인과 같으시다면,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라도,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께서 
받을 수 있는 기타의  혜택 – 식료품 구입 지원, 
의료 혜택 접근 용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혜택 – 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확인해 보십시오. 

California has a new Young Child Tax 
Credit that could mean up to $1,000 

additional for working parents in 
their refund!

Learn more at 
CalEITC4Me.org

DepartmentofHealthCareServices

CalWORKs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세액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CalEITC4Me.org 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사회 보장 번호가 없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ITI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가 있는 납세자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하여,  이제  CalEITC 및 YCTC (자녀 

세액 공제: Young Child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alEITC 및 EITC와 같은 세금 공제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생활 보호 대상자 규칙 하의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 세액 
공제 (CalEITC) 는 내야 할 
세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세금 
환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입니다.

하기의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근로 소득 세액 
공제 (Califonia Earned 

Income Tax Credit)

CalFresh(칼프레쉬)는 적절한 영양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소득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식량 구입 지원 
혜택입니다.  getcalfresh.org 에서 

신청하십시오.

CalWorks(칼웍스)는 자격이 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 보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benefitscal.org에서 
신청하십시오.

헤드 스타트 (Head Start)는 저소득 
자녀 및 가족에게 종합적인 조기 교육, 

건강, 영양 및 부모 참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lkc.ohs.acf.hhs.gov에서 
신청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수입 및 재산이 
제한된 성인 및 자녀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benefitscal.org에서 
신청하십시오

WIC (여성, 유아 및 어린이: Women, 
Infants, and Children) 는 영양 

교육을 제공하고, 보조의 건강 음식을 
구입하도록 체크를 발행하며 의료 및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m.wic.ca.gov에서 신청하십시오.

모두에게 인터넷을!  24
시간 매일 운영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 (844) 841-INFO 
(4363) 로 전화하여 가족을 
위한 저렴한 인터넷 비용과 

무료의 또는 저렴한 컴퓨터를 
제공받으십시오. 

everyoneon.org/eitc 에서 
신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