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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FRESH 수혜자를 위한 중요 공지 사항
본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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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자로 주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가족의 경우, 주 정부의 공공요금 지원 보조금(State Utility Assistance Subsidy, 
SUAS)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자격 인증 기간(certification period) 중 단 한 차례만 제공되며, 특정한 CalFresh 가족에만 해
당됩니다.  본 혜택을 받게 될 대상 가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요금이 집세/융자금과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  
• 가족 수에 대해 아직 최대한의 CalFresh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보호 시설 공제(Shelter Deduction)를 최대한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 노숙자 보호 시설 공제(Homeless Shelter Deduction)로 인해 인상된 수당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귀하의 가족은 SUAS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연간 $20.01의 지급 금액이 귀하의 현금 EBT(Electronic Benefit Transaction) 계정에 제공
됩니다.  SUAS 혜택($20.01)은 식품 또는 현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에게 현금 EBT 계정이 없으면 귀하를 위한 계정이 
하나 개설됩니다.   이 지급금의 경우, 카운티가 식품 혜택에 대해 가장 높은 공공요금 공제(Standard Utility Allowance – SUA)를 사용하
는 것이 허용됩니다.  귀하의 다음 번 자격 인증 시 귀하의 가족이 더 이상 자격이 안 되는 경우(상기 정보에 의거), $20.01의 SUAS 혜택
을 못 받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아래의 도움말을 따르십시오.

•  창문과 문 둘레에 틈마개를 합니다.  
•  온수기에 단열재를 두르거나 단열용 모포를 설치합니다. 
•  식기세척기가 있는 경우, 온수기의 온도조절장치를 140도 또는 “normal(보통)”로 설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20도 또는 “low(저)”로 설정합니다.  식기세척기에서 120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백열전구를 소형 형광등으로 교체합니다 – 형광등은 에너지를 75% 적게 사용하고 수명도 더 오래 갑니다.
•  보일러와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합니다. 
•  건강이 허락하면, 보일러 온도조절장치는 68도 이하, 에어컨 온도조절장치는 78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보일러

를 68도 이상, 에어컨을 78도 이하로 설정 시 매 1도마다 3 ~ 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됩니다.
•  누수되는 배관 및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도 꼭지를 교체합니다. 
•  여름에 햇빛 차단을 위해 남쪽 및/또는 서쪽을 향하는 창문에 차양을 칩니다. 겨울철에는 햇빛이 방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차양을 걷습니다.
•  냉장고 내의 냉동 식품은 조리 전에 해동합니다. 
•  오븐을 사용하여 조리를 하거나 구울 때, 오븐 문을 열지 말고 오븐의 등을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냉장고 온도는 36° ~ 39° F, 냉동고 온도는 0° ~ 5° F로 설정합니다. 
•  전등, TV 및 기타 가정용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끕니다. 
•  꺼져 있는 것 같아도 작동 중인 상태일 수 있는 컴퓨터나 기타 장치의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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