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우편 주소에 대한 중요 통지서
사회복지국(DPSS) 및 기타 기관에서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우편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의 목적: 노숙자인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양식에서는 우편 주소를 묻습니다. 우편 주소가 없을
경우, DPSS 지역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로 DPSS 지역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 당신이 동의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노숙자입니까?예

아니오

중지 당신은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케이스 번호

3. DPSS 와 기타 기관에서 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우편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우편을 DPSS 사무소로 보내길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어떤 DPSS 사무소를 우편 주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우편주소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로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PSS 사무소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스위트 룸(SUITE)/기타

*지역사무소 목록은 이 양식의 하단을 참조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주소

(다음 페이지 5 번으로 가십시오)
4. 각 항목 옆에 있는 약식 서명(이니셜)은 당신이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____ 당신이 노숙자이고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우편 주소로 DPSS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alWORKs/난민 현금 보조(RCA).

•

일반 구호(GR)

•

CalFresh.

•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

•

Medi-Cal 혜택.

____ 모든 DPSS 관련 우편은 당신이 선택한 DPSS 사무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전자 혜택 이체(EBT) 카드.

•

당신이 작성하고 반송해야 할 연중간 보고서(SAR 7) 및/또는 분기별 보고서(QR 7-LA).

•

결정 통지서(NOA).

•

약속 예정일 통지서.

•

가주고용국(EDD) 통지서.

•

이 양식에 있는 “노숙자 우편 – 허용 기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서 보낸 우편.

____ DPSS 관련 우편에 대해서만 DPSS 사무소를 우편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DPSS 또는 기타 기관 중 한 곳에서 부치지 않은 개인 우편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____ DPSS 에서 보내는 우편은 미국 우정국(USPS)에 의해 발송되지 않을 것입니다.
____ DPSS 에서 보내는 많은 중요 통지서는 전자 방식으로 보관됩니다. 이 통지서를 DPSS 사무소에서 인쇄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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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항목 옆에 있는 약식 서명(이니셜)은 당신이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____ Your Benefits Now (YBN) 웹사이트 https://www.dpssbenefits.lacounty.gov 를 방문하여 DPSS 에서 보낸
통지서를 검토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구호 직업의 기회[GROW] 통지서는 현재 YBN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는 DPSS
사무소에서 인쇄해 드릴 것입니다.

•

약속 예정일 통지서 및 양식과 같은, 기타 DPSS 관련 우편은 YBN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PSS 는 YBN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개인 장비/기기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____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은 반드시 다음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DPSS 사무소 또는 당신의 우편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찾아감.

•

YBN 을 통해 통지서를 검토함.

- 또는 -

____ 매주 제가 보낸 우편을 찾아가지 않거나 YBN 에서 우편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

당신의 보조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구호(GR)를 받는 경우, 당신이 어느 기간 동안 수혜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및 _____________ 달에, 당신은 연중간 보고서(SAR 7) 및/또는 분기별
보고서(QR 7-LA)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위의 달들 중 각 달의 첫 번째 근무일에, 그 보고서 양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

위의 달들 중 각 달의 제 5 일까지 그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____ 당신이 거주지로 이사한 후*:
•

5 일 이내, GR 담당워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10 일 이내, CalWORKs/RCA/CalFresh/Medi-Cal 자격심사 담당워커(EW)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DPSS 관련 우편은 당신의 거주지로 발송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주지를 가진 후에는 DPSS 사무소를 우편 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는 호텔 방, 주택의 방, 아파트, 주택, 이동식 주택,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____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DPSS 담당워커에게 당신의 새 집세 및 유틸리티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

보호소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신의 CalFresh 혜택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은 이 양식을 검토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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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우편 허용 기관 목록
노숙자인 경우, DPSS 사무소를 DPSS 관련 우편물에 대한 우편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PSS 사무소는 아래 기재된
기관에서 보낸 우편을 허용할 것입니다:
•

모든 시/카운티 주택 당국

•

가주고용국(EDD)

•

재향군인 사무소/미국 보훈국

•

모든 교육구

•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

의료 기관

•

아동 Crystal Stairs 를 위한 소셜시큐리티 사무소

•

주 청문회부

•

드류(Drew) 아동개발공사

•

•

로스앤젤레스 국제연구소

자원 및 소개/대체 지불 프로그램(R&R/APP)
기관: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회계감사국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등록국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사회 및 노인 복지국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동 및 가정국

•

지방 검사 사무소(모든 카운티)

o

아동보육정보센터

o

놀웤(Norwalk) 시

o

컨넥션즈(Connections)

o

크리스탈 스테어즈(Crystal Stairs)

o

드류(Drew) 아동개발공사

o

로스앤젤레스 국제 기구

o

멕시코계 미국인 기회 재단

o

옵션즈(Options)

o

패스웨이즈(Pathways)

o 포모나 통합 교육구

DPSS 사무소 위치
Glendale 02
4680 San Fernando Rd.
Glendale, CA 91204

East Valley 11
7555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South Central 27
10728 S. Central Ave.
Los Angeles, CA 90059

Rancho Park 60
1111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64

Pasadena 03
955 N. Lake Ave.
Pasadena, CA 91104

Exposition Park 12
3833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37

El-Monte 04
3350 Aerojet Ave.
El Monte, CA 91731

Metro Family 13
2615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07

South Family 31
17600 A Santa Fe Ave.
East Rancho Dominguez, CA
90221
San Fernando Sub Office 32
9188 Glenoaks Blvd.
Sun Valley, CA 91352

Paramount 62
2961 E. Victoria St.
Rancho Dominguez,
CA 90221
Lincoln Heights 66
4077 N. Mission Rd.
Los Angeles, CA 90032

Belvedere 05
5445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Civic Center 14
813 E. Four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Lancaster 34
349-B East Ave. K-6
Lancaster, CA 93535

Lancaster GR Office 67
337 East Ave. K-10
Lancaster, CA 93535

Cudahy 06
8130S. Atlantic Ave.
Cudahy, CA 90201

Metro East 15
2855 E.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23

Pomona 36
2040 W. Holt Ave.
Pomona, CA 91768

Metro Special 70
2707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07

South Special 07
17600 B Santa Fe Ave.
East Rancho Dominguez,
CA 90221
Southwest Special 08
1819 Charlie Sifford Dr.
Los Angeles, CA 90047

Florence 17
1740 E. Gage Ave.
Los Angeles, CA 90001

Metro North 38
260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Medi-Cal LTC 80
17171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5

San Gabriel Valley 20
3352 Aerojet Ave.
El Monte, CA 91731

Norwalk 40
12727 Norwalk Blvd.
Norwalk, CA 90650

West Valley 82
21415-21615 Plummer St.
Chatsworth, CA 91311

Wilshire 10
2415 W. 6th St.
Los Angeles, CA 90057

Compton 26
211 E. Alondra Blvd.
Compton, CA 90220

Santa Clarita 51
27233 Camp Plenty Rd.
Canyon Country, CA 91351

Southwest Family 83
83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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