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y of Los Angele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CalFresh!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Calfresh 혜택 유지는 1, 2, 3 처럼 쉽습니다.
당신의
가구 인원 수

IRT-가구의
월 총수입 한계치

1

$1,383

2

$1,868

3

$2,353

언제든지 가구의 총소득이 IRT를 초과하면, 당신이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 날짜로 10일 이내 담당워커에게 당신의 새로운
총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4

$2,839

5

$3,324

본인의 IRT를 초과하는 새 소득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6

$3,809

7

$4,295

8

$4,780

추가 인원마다

+486

IRT는 당신이 보고해야 하는 당신의 월 총소득 합계 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월 총소득 합계”는 세금 공제를 하기 전에 당신의 가구가 받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저희 가구의 총소득이 본인의 IRT를 초과하면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 소득은 고객서비스센터에 (866) 613-3777 번으로 전화하거나,
미국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해당 지역 DPS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Sta
te AD

VA

NT

AG

E

보고할 수 있습니다.

Gol
den

1

당신의 수입 보고 한계치(IRT)를 초과하는 수입을
항상 보고하십시오.
IRT란 무엇입니까?

예: 4인 가족에 대한 IRT는 $2,839입니다.
당신이 이번 달에 $3,165를 벌었는데,
이는 당신의 IRT보다 $326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 날짜로
10일 이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서비스센터에
(866) 613-3777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DPSS 웹사이트
dpss.lacounty.gov 를 방문하십시오.

당신의 SAR 7,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DPSS 웹사이트 dpss.lacounty.gov 에서 YBN 로고를 클릭하여 YBN 에서 SAR 7 및
수혜자격재인가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2

연 중간 보고서(SAR 7)를 제때에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SAR 7 이란 무엇입니까?
SAR 7 은 CalFresh 보고서로 여기에 당신의 가구 정보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보고해야합니다. 가구 정보에는
소득, 집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 인원수, 비용,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의 SAR7 에 무슨 정보를 업데이트합니까?
SAR7 보고서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변경 사항이든 보고하는 경우, 지불
명세서, 새 가구 구성원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등과 같은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의 SAR7은 언제 작성합니까?
대부분의 가구는 일 년에 한 번 SAR7 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달력 날짜로 “제출달” 5일에 마감됩니다. 당신의 “제출달”은 “
보고/자료달” 다음에 오며 이는 SAR7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작성 완료된 SAR7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제출 달- DPSS 에 당신의 SAR 7 을 제출해야
하는 달이며, 날짜는 이미 당신의 SAR7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보고/데이터 달- 이는 SAR7 제출해야 하기
이전의 달이며, 당신의 가구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SAR7 및 증명을 dpss.lacounty.gov 에서 YB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미국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해당 지역 DPS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십시오.
예: 당신은 11 월에 아이를 낳았고 당신의 보고/자료달은 11월입니다.

당신은 작성 완료한 SAR7 을 증명과 함께 12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달력 날짜로 제출 달의 5일).

3

수혜자격 재인가 서류 작성 및 전화 인터뷰
수혜자격 재인가란?
수혜자격 재인가는 당신의 CalFresh 혜택 및 가구 정보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이는 수혜자격재인가 신청서 및
예정된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 및 전화 인터뷰는 언제 완료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가구는 매 12개월마다 수혜자격재인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DPSS는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를 우송할
것이며 당신과의 전화 인터뷰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워커에게그것을
받은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예정된 전화 인터뷰를 갖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를 dpss.lacounty.gov 에서 YB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미국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당신의 해당
지역 DPS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십시오.
예: 당신의 CalFresh 혜택이 1월에 승인되었습니다.

당신은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를 11월 12일에
받게 될 것이며 수혜자격 재인가 전화 인터뷰는
12월 8일로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12월 8일로 예정된 전화 인터뷰를 완료하기 전에
수혜자격 재인가 신청서를11월 25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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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소득이
IRT를 초과할때
이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12개월
CalFresh
시간 기록계

2

SAR7을
제때에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3

수혜자격
재인가를 제때
에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