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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변경에 따른 CALWORKS 근로소득 배제

2020년 6월 1일부터  칼웍스(CalWORKS) 프로그램에는 귀하의 현금 보조금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보조금을 정산할 때, 귀하가 수령하는 금액은 귀하의 세대 규모와 귀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법은 특정 소득을 인정하여, 귀하의 현금 보조 
금액 정산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 줍니다(소득 금액 배제).  새로운 개정법은 근로 소득 배제 
(EID) 금액에 변경 적용됩니다.  해당 변경 조항은 귀하의  칼웍스(CalWORKS) 현금 보조금이 귀하의 
다음 지급 기간 첫 달부터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변경 신고로 인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는 혜택이 상향조정 되는 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혜택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칼웍스(CalWORKS) , 혜택 지급액이 증가하는 
경우, 칼프레쉬(CalFresh) 혜택 지급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귀하의  칼웍스(CalWORKS) 현금 보조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가족이 장애 기반 비근로 소득 (DBI)으로 한 달에 $500 달러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00 달러만 배제 대상 금액입니다. (DBI는 연방 정부 사회 보장 장애 급여(Social Security 
disability), 산재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주 정부 장애급여(state disability benefits) 등이 
해당됩니다).  DBI가 $5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의 보조금 지급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귀하의 가족이 장애 기반 비근로 소득 (DBI)으로 한 달에 $500 달러 또는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 
귀하의 현금 보조금을 정산할 때, DBI 정산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귀하의 현금 보조금을 정산할 때, DBI $500 달러 배제 금액은 
유지되며,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근로 소득 차액의 50 %도 아울러 배제됩니다.
• 나머지 금액은 귀하의 순 계수 소득입니다.  귀하의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이 금액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지원금 단위(Assistance Unit: AU)에서 현금 보조금이 어떻게 
정산되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한 달 총 소득이 $ 1200 달러입니다.  가족은 1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225 EID를 예로 사용한 것입니다:
 $1200 총 근로 소득액
 - 225 EID
 $975 소계
 - 487.50 EID의 50%  
 $487 *총 계수 소득

 $878 보조금 최고 지급액   
  (1 지역 내 3인 가족)

 - 487 총 계수 소득
 $391 월 보조금 지급액 

다음은 동일한 예를 높은 금액인 $500 EID로 적용한 것입니다:
 $1200 총 근로 소득액
 - 500 EID
 $700 소계
 - 350 EID 의 50%
 $350 총 계수 소득

 $878 보조금 최고 지급액   
 (1 지역 내 3인 가족)

 - 350 총 계수 소득
 $528 월 보조금 지급액

* 총 계수 소득은 달러 단위로 내림 처리하여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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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애 기반 소득(Disability-Based Income)이 있는 AU에서 현금 보조금이 계산되는 방법의 예입니다.

자녀 둘이 있는 모계 가족의 총 근로소득이 매 월 $1200달러입니다. 각 자녀는 결손 부모의 장애 
청구에 근거한 장애 급여로 $200 달러를 수령합니다.

$400 장애 근거 비근로 소득 (DBI)
- 500 EID

($-100) 비사용 DBI 배제 금액

$1200 총 근로 소득
- 100 비사용 DBI 배제 금액 (상기 금액)

$1100 소계
- 550 EID의 50%
$550 총 계수 소득

$878 보조금 최고 지급액 (1 지역 내 3인 가족)
- 550 총 계수 소득
$328 월 보조금 지급액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난민 현금 지원금(Refugee Cash Assistance), 신규 입국자 현금 지원금(Entrant 
Cash Assistance) 그리고 인신매매 및 범죄 피해자 지원금(Trafficking and Crime Victims Assistance: 
TCVAP 현금 지원 및 TCVAP CalWORKs) 수령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은  칼웍스(CalWORKS) 금액을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 보조금 상향 조정 정산 내역을 제시하는 조치 통지 고지서(NOA)가 발송됩니다.  귀하가 
칼프레쉬 (CalFresh) 혜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 인상으로 인해 칼프레쉬 (CalFresh) 혜택 
수령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귀하의 새로운 칼프레쉬 (CalFresh) 지급 금액을 고지하는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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