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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의 변경에 따른 현금 보조금 수혜자 
등급별 최대 보조 금액 (MAP) 

2019년 10월 1일부터, 현금 보조금 수혜 세대 전부를 대상으로 MAP 레벨이 증가합니다. 

10월 1일부터 변경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을 명시하는 조치 결과 통지서 (Notice of Action: NOA)를 9월 
중에 귀하에게 발송할예정입니다. 

칼프레쉬(CalFresh) 변경 사항:

칼프레쉬 수혜 가족은 대개 현금 보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칼프레쉬 혜택이 줄어듭니다. 귀하의 
칼프레쉬 수령액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고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 MAP 지급 금액표:

지역 1, 신규 MAP 지급 금액표: 감면대상

현금 보조금 
수령자

기존 
MAP

신규 
MAP

MAP 
증액 금

1 $431 $606 $175
2 $710 $778 $68
3 $879 $983 $104
4 $1,044 $1,181 $137
5 $1,188 $1,385 $197
6 $1,335 $1,589 $254
7 $1,467 $1,792 $325
8 $1,599 $1,998 $399
9 $1,728 $2,199 $471

10인 이상 $1,858 $2,406 $548

지역 1, 신규 MAP 지급 금액표: 비 감면대상

현금 보조금 
수령자

기존 
MAP

신규 
MAP

MAP
증액 금

1 $391 $550 $159
2 $635 $696 $61
3 $785 $878 $93
4 $937 $1,060 $123
5 $1,065 $1,242 $177
6 $1,196 $1,424 $228
7 $1,315 $1,606 $291
8 $1,431 $1,788 $357
9 $1,548 $1,970 $422

10인 이상 $1,662 $2,152 $490

지역 2, 신규 MAP 지급 금액표: 감면대상

현금 보조금 
수령자

기존 
MAP

신규 
MAP

MAP 
증액 금

1 $411 $576 $165
2 $678 $739 $61
3 $838 $934 $96
4 $994 $1,122 $128
5 $1,134 $1,316 $182
6 $1,273 $1,510 $237
7 $1,399 $1,702 $303
8 $1,524 $1,898 $374
9 $1,648 $2,089 $441

10인 이상 $1,771 $2,286 $515

지역 2, 신규 MAP 지급 금액표: 비 감면대상

현금 보조금 
수령자

기존 
MAP

신규 
MAP

MAP
증액 금

1 $370 $520 $150
2 $604 $661 $57
3 $748 $834 $86
4 $891 $1,007 $116
5 $1,014 $1,180 $166
6 $1,139 $1,353 $214
7 $1,250 $1,526 $276
8 $1,363 $1,699 $336
9 $1,474 $1,872 $398

10인 이상 $1,582 $2,044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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