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이민자들은 다른 로스앤젤레스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민자들은 테스트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받는 것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검사 또는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 보험 또는 Medi-Cal 이 있는 경우 검사 및 치료에 관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의사와 상담 할 때까지 의사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응급 상황이 있는 경우 응급실로 

가거나 911 로 전화하십시오. 

publichealth.lacounty.gov 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LA 카운티 거주자를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인 My Health L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44-744-6452 로 

문의하십시오. 클리닉 

목록은 dhs.lacounty.gov/MHLA 를 방문하십시오. 

 

❑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이민 상태에 영향을 

줍니까? 

▪ 아니오. 귀하의 의료 정보는 기밀입니다. 의사는 이민국 

관리와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테스트와 치료를 

공공부담요금검사테스트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푸드스탬프와 같은 다른 공공혜택이 필요하십니까? 

▪ 공공사회복지국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로 

연락하십시오: 

yourbenefits.laclrs.org/ybn/Index.html. 이민 

신분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USCIS 는 가구 구성원이 받는 

혜택을 공공 부담요금검사테스트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식료품 저장실에서도 무료 

음식과 식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lafoodbank.org/find-food/pantry-locator/. 많은 

학군은 학생들에게 무료 식품과 식사를 제공합니다. 

학군.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 직장을 잃었거나 시간이 줄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 취업 허가가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EDD)에 

온라인으로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 서류미비 불법체류 이민자는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지만 

장애보험 또는 유급가족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DD 가있는 파일: edd.ca.gov/about_edd/coronavirus-

2019.htm 

▪ LA 카운티 비즈니스 및 근로자 재난 도움말 센터는 응급 자원을 

요청하기위한 방법과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800-593-

8222 로 전화하거나, DisasterHelpCenter@lacounty.gov 로 

질문을 보내거나 www.lacounty.gov/covid19 를 

방문하십시오. 

 

❑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습니다?. 

▪ 많은 사기꾼들이전염병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를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 부서 (DCBA) : 800-593-8222, 

dcba.lacounty.gov 에 보고하십시오. 

 

❑ 혹 판매자들이 손 소독제 및 의료 용품과 같은 물건에 대해 정상이상의 

높은 가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 입니까? 

▪ 당국이 긴급사태를 선포한 후에 판매자들이 기본 필수품 가격을 

10 % 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체류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는 바가지요금부과로부터 

보호됩니다. 위반사항 신고는 DCBA : 800-593-8222, 

dcba.lacounty.gov 

❑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주인이 퇴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2020 년 3 월 4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대한 모든 주거 및 상업퇴거에 대한 

임시금지조치를 통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와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보호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DCBA에 문의하십시오: (800) 593-8222, 

dcba.lacounty.gov. 
 

Office of Immigrant Affairs 연락하면 도움이 

됩니다: 800-593-8222, oia.lacounty.gov  
 

 

CORONAVIRUS 
이민자들에게 알기 쉬운 자주 묻는 질문 

테스트  치료이민 영향 소비자 보호 

http://dcba.lacounty.gov/
http://www.oia.lacount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