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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일을 하더라도 칼웍스(CalWORKs) 현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소득층에 속하고 수혜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소득을 
당신이 수령하는 현금 보조금에 추가하면, 당신의 가족에게는 더 많은 $$$가 
생깁니다. 아울러 일을 하는 경우:
• 직업 기술이 향상되고, 당신이 더 나은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다음은 두 아이의 엄마 Mary가 일을 하는 경우 보상을 받는 예입니다.
(1 지역): Mary는 주당 32시간씩 시급 $12.00를 받고 일을 합니다.

1단계  Mary의 주 당 총 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 x 32 시간 = $384 달러의 주 당 소득

2단계  Mary의 월 총 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84 x 4.33 주 = $1662.72달러의 월 총 소득 (월 평균 4.33주로 계산합니다)

3단계  Mary의 월 계수 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ary의 월 총 소득 $ 1662.72
$500달러 근로소득공제(EID) 금액 - 500.00
 차액 1162.72
잔액의 50% (절반) 공제 - 581.36

계수 소득 금액 $ 581.00*

4단계 Mary의 현금 지원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면제 보조금 최고 지급액(Maximum Aid Payment: MAP) 
(MAP) 3인 기준 (1지역) $   878.00
Mary의 계수 소득 공제 - 581.00
 현금 보조금 금액 $   297.00

5단계 Mary의 총 월 수입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총 소득 $  1662.00*
현금 보조금 추가 + 297.00

총 소득 합산 금액 $ 1959.00

* 계수 소득은 달러 단위로 내림 처리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본 고지서의 번역본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십시오

(Spanish)



귀하의 소득 및 현금 금 보조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1 단계 귀하의 주 당 총 소득을 계산해 보십시오:
귀하의 시간당 급여 $_________ 달러x 귀하의 주당 근무 시간  _________ = 귀하의 주 당 총 
소득 $

2단계 귀하의 월 총 소득을 계산해 보십시오:
귀하의 주 당 총 소득  $_________ 달러x 4.33 주 = 귀하의 주 당 총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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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3단계 귀하의 월 계수 소득을 계산해 보십시오:
귀하의 월 총 소득 (2단계 참조) $ _________
$500달러 공제  -    500.00
 차액 $ _________
잔액의 50% (절반) 공제 -  _________

*계수 가능 소득 금액 $ 

4단계 귀하의 현금 보조금 을 계산해 보십시오:
비면제 보조금 최고 지급액(Maximum Aid Payment: MAP) 
귀하의 가족 수 기준 $ _________
귀하의 계수 소득 공제 (3단계 참조) - _________

현금 보조금 금액 $ 

5단계 귀하의 총 월 수입을 계산해 보십시오:
*월 총 소득 (2단계 참조) $ _________
현금 보조금 추가 (4단계 참조) + _________

총 소득 합산 금액 $ 

* 계수 가능 소득은 달러 단위로 내림 처리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귀하가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타 혜택에 관한 사실

일을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지원 서비스
칼웍스(CalWORKs) 프로그램 수혜 기간 동안, 귀하와 카운티는 귀하가 현금 보조금 지원 없이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도움의 목표와 활동 범위에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동의한 활동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교통, 육아, 부대 
비용 (수수료, 유니폼, 물품 등)이나, 취업에 필요한 전환에 도움이 되는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 중 일부는 선불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
칼웍스(CalWORKs) 는 귀하의 보육비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직활동 기간이나 근무 
시간, 또는 칼웍스(CalWORKs) 가 승인하는 훈련이나 카운티 모임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육비는 자격을 갖춘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되며 귀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금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동안에는 귀하의 구직 활동 기간, 근무 시간, 훈련 프로그램, 또는 
카운티가 승인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금 보조금 수령을 중단한 
이 후에도, 귀하가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보육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의 보육비 지원을 받은 후에도, 정부 보조금 기금 여유분이 있고, 귀하의 가족이 수혜 자격 있는 
경우 계속해서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또는 지역 대체 지불 프로그램(Alternative Payment 
Program) 기관이 추가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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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유지 서비스
일부 카운티는 칼웍스(CalWORK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이전 수령인에게 직업 유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 유지 서비스는 직업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 관리, 교통편 
또는 기타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카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해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취업 유지 서비스를 받는 개월 수는 캘리포니아 48개월 기간 제한 대상이나, 귀하가 고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방 기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최대 12개월 동안 직업 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칼웍스(CalWORKs) 받았고, 그리고
• 구직을 하여, 현금 보조금 수혜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 현금 보조금 수혜가 중단되고 12 개월 이내에 구직을 한 경우

건강 보험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중요합니다
칼웍스(CalWORKs) 현금 보조금이 중단되더라도 건강 보험 혜택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현금 보조금이 중단된 사유에 따라,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은 메디-칼(Medi-Cal) 또는 건강한 가족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건강 보험 혜택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
연방 근로 소득세 공제(EITC)는 주 40시간 또는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개인들을 위한 특별 세금 혜택입니다. 
즉, 귀하에게 주어지는 여분의 현금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EITC 청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1040 양식 또는 1040A 양식과 스케줄(Schedule) EIC를 제출하십시오. 납부한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EITC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칼웍스(CalWORKs) 현금 보조금, 칼프레쉬(CalFresh) 또는 메디-칼(Medi-Cal) 혜택을 정산할 때, EITC 환급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EITC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신고 연도 3 년 이전 연도까지 EITC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정한 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이전 연도에 대한 연체 벌금은 없습니다.

귀하는 소득세 지원 자원봉사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 사이트에서 무료로 세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VITA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기타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 1-800-829- 1040 으로 문의하십시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48 개월 기간 제한 안내
2011년 7월 1일부터, 부모 또는 간병인 친인척은 평생 동안 최대 48개월 간 칼웍스(CalWORKs) 현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칼웍스(CalWORKs), Tribal TANF(부족 임시 생계비 지원) 및/ 또는 기타 주 정부에서 받은 현금 
보조금은 48개월 기간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 48개월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보조금을 

지속되거나, 한 달간의 보조금이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제한은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 보조금을 받은 한 달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48 개월 기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이상 노인
 ✓ 특정사유로 복지 수혜자에서 근로자로 전환(Welfare-to-Work) 활동 참여를 면제받는 경우
 ✓ 30일 이상 기간 동안 신체 장애를 겪는 경우
 ✓ 귀하의 담당자가 귀하에게 설명하는 기타 사유들

• 다른 주 정부는 48개월 기간 제한에 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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