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C는 동등한 기회 제공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방문 주소:

www.ochealthinfo.com/WIC

또는 전화번호: 
(888) 968-7942(YOUR WIC)

등록 예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자격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방문 주소:   

www.MyFamily.WIC.ca.gov

iCALIFORNIAw c
WOMEN, INFANTS & CHILDREN

Families grow healthy with WIC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What is

WICWIC란란??
OC 보건 당국
(Health Care 

Agency, HCA)과 여성 
유아 아동(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장 
및 발달상 중요한 시기에 임신/산후 여성, 유아 및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iCALIFORNIAw c
WOMEN, INFANTS & CHILDREN

Families grow healthy with WIC

 건강한 식품
 영양 및 건강 교육
 건강 관리 및 기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소개
 모유 수유 지원 및 교육

WIC는 무료로

가족들에게 다음을  가족들에게 다음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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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기관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WIC와 계약을 맺어 WIC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IC 소득 가이드라인
가족 내 

구성원 수 
연소득 
(세전)

2 $33,874

3 $42,606

4 $51,338

5 $60,070

2022년 4월 1일~2023년 6월 30일
소득 가이드라인은 매년 변경됩니다. 

태아도 전체 가족 구성원으로 계산됩니다.

Medi-Cal, CalFresh 또는 CalWORKS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은 WIC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IC 서비스 시설 위치  

자격자격  조건조건 여러분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여러분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애너하임
Ball Road WIC*
2137 E. Ball Road 
Anaheim, CA 92806 

Ponderosa Park Family 
Resource Center
320 E. Orangewood
Anaheim, CA 92802

산타아나
OC Health Care Agency* 
1725 W. 17th Street
Room 101G
Santa Ana, CA 92706

Hemlock WIC 
1220 Hemlock Way 
Santa Ana, CA 92707

웨스트민스터
West Beach WIC
14120 Beach Boulevard 
Suite 145
Westminster, CA 92683

부에나파크
Buena Park WIC
6301 Beach Boulevard
Suite 103
Buena Park, CA 90621

근무 시간을 확인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www.ochealthinfo.com/WICwww.ochealthinfo.com/WIC
** 토요일 근무시간도 이용 가능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가정 및/또는 이민자의 
경우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참여 자격 조건:

1.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산부 
  신생아부터 12개월 유아에게 모유  

수유하는 여성
  지난 6개월 안에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캘리포니아주에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