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지원 수령자를 위한 최대 지원 금액(MAP) 수준이 주정부 법률에 
따라 변경됩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모든 현금 보조금 수혜 가족을 위한 최대 지원금(MAP) 수준이 5% 인상됩니다.

3월달에 4월 1일부터 시작될 귀하의 새 보조금 금액이 적힌 조치 통지서(NOA)가 제공될 것입니다.

CalFresh 변경:

대부분의 가정은 더 많은 현금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CalFresh 혜택을 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CalFresh 
혜택이 변경되면 별도의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규 MAP 표:

지역 1에 대한 신규 MAP 표,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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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에 대한 신규 MAP 표, 면세자 지역 2에 대한 신규 MAP 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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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9  $387  $18
2 $606  $636  $30
3 $750  $788  $38
4 $891  $936  $45
5 $1,014  $1,065  $51
6 $1,140  $1,197  $57
7 $1,252  $1, 315 $63
8 $1,366  $1,434  $68
9 $1,475  $1,549  $74
10명 이상 $1,586  $1,665  $79

1 $333  $350  $17
2 $542  $569  $27
3 $670  $704  $34
4 $800  $840  $40
5 $909  $954  $45
6 $1,021  $1,072  $51
7 $1,122  $1,178  $56
8 $1,222  $1,283  $61
9 $1,321  $1,387  $66
10명 이상 $1,419  $1,490  $71

1 $351  $369  $18
2 $578  $607  $29
3 $715  $751  $36
4 $849  $891  $42
5 $969  $1,017  $48
6 $1, 087 $1,141  $54
7 $1,194  $1,254  $60
8 $1,301  $1,366  $65
9 $1,407  $1,477  $70
10명 이상 $1,511  $1,587  $76

1 $315  $331  $16
2 $515  $541  $26
3 $638  $670  $32
4 $761  $799  $38
5 $866  $909  $43
6 $972  $1,021  $49
7 $1,067  $1,120  $53
8 $1,164  $1,222  $58
9 $1,258  $1,321  $63
10명 이상 $1,350  $1,418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