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Fresh 수령인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할당
4 월에 CalFresh 수령인은 해당 전자 혜택 전송(EBT) 카드에
긴급 할당(EA)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결의안 6201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응답으로 2020 년 3 월 18 일에 제
정된 가족 우선 법 (Family First Act)에 의거합니다.
4월 12일과 5월 1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의 긴급 할당(EA)이 발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긴급 할당 (EA)은 3 월에 CALFRESH를 받은 가구를 위함이고 두번째 긴급 할당
(EA)는 4 월에 CALFRESH를 받은 가구를 위함입니다.
긴급 할당(EA)의 양은 가구마다, 심지어는 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할당 (EA)
의 목적이 가구당 총 혜택을 연방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혜택 (아래 차트 참조)까지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각 가구의 긴급 할당(EA) 가치는 각 가구의 CALFRESH 수령 자격을 갖춘 인당 최대 혜택
금액에서 CALFRESH의 양을 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월과 4 월에 1인 가구는 보통 정규 CALFRESH 혜택으로 $100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
다.1인 가구의 최대 혜택 금액은 $194입니다. 이 1인 가구는 4월 11일에 긴급 할당 (EA)
으로 $94을 받게 되고 5월 10일에 긴급 할당 (EA)으로 $94을 받게 됩니다. 이는 1인 가
구의 총 월당 혜택을 최대 혜택 금액인 $194이 되게 할 것입니다.
CALFRESH 수령인은 긴급 할당(EA)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전자 혜택 전송(EBT) 계정을 통해 지급됩니다. CALFRESH 지원자는
4월 내 수령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고 해당 월의 긴급 할당 (EA)를 받을 수 있게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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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 (CDSS)는 미국 연방 농무부 (USDA) 식품영양 서비스
(FNS)에 캘리포니아 SNAP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할당 (EA)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
였고 이는 2020년 3월 3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모든 카운티 웰페어 디렉터의 편지가
발급 되는대로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 (CDSS) 웹사이트에 기재될 것입니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LETTERSREGULATIONS/LETTERS-AND-NOTICES/COUNTY-LETTERS/2020

질의 응답
이 지원은 아직 최대 CALFRESH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에게만 제공됩니다. 이미 최
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할당 (EA)이 제공될 예정입니까?
아니요,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CDSS)는 2020년 3월 23일에 최초 요청을 제출했습
니다. 가족 우선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 가구를 위한 고정 긴급 할당
(EA) 제공 요청은 미국 연방 농무부(USDA)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최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지원 확보를 위한 최초 요청이 거부된 후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
(CDSS)는 수정된 요청을 제출하였고 이는 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캘리포니
아 사회서비스(CDSS)는 법이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 서비스(FNS)가 해석 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혜택 지불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CALFRESH 지원자들도 긴급 할당 (EA)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선 3월과 4월에 CALFRESH 혜택 승인을 받은 가구만 긴급 할당 (EA)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할당(EA) 혜택 계산은 CALFRESH 지원 가구의 구성원 기준으로 계산 됩니까?
가구 내 일부 구성원이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는 어찌 되나요?
CALFRESH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 구성원만 긴급 할당(EA) 가치 계산에 고려
됩니다.
캘리포니아 식량 지원 프로그램(CFAP) 수령자도 긴급 할당(EA)을 받을수 있나요?
네, 주 자금으로 긴급 할당(EA)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충 영양 혜택 (SUPPLEMENTAL NUTRITION BENEFITS, SNB) 혹은 임시 영양
혜택 (TEMPORARY NUTRITION BENEFIT, TNB)를 받는 보충 보조 소득(SSI) 수
령인들도 긴급 할당(EA)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CALFRESH와 보충 영양 혜택(SNB)를 받는 보충 보조 소득(SSI) 수령인만 긴급 할당
(E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 영양 혜택(TNB)를 받는 보충 보조 소득 (SSI) 수
령인은 CALFRESH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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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옹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하십시요.
캘리포니아 푸드뱅크
WWW.CAFOODBANKS.ORG
ANDREW CHEYNE (앤드루) 이메일 ANDREW@CAFOODBANKS.ORG
BECKY GERSHON (베키) 이메일 BECKY@CAFOODBANKS.ORG
캘리포니아 식품 정책 옹호회
WWW.CFPA.NET
JARED CALL (재리드) 이메일 JARED@CFPA.NET
캘리포니아 카운티 웰페어 디렉터 협회
WWW.CWDA.ORG
CATHY SENDERLING-MCDONALD (캐씨) 이메일 CSEND@CWDA.ORG
법과 빈곤을 위한 서부 센터의 팬데믹 옹호
WWW.WCLP.ORG
JESSICA BARTHOLOW (제시카) 이메일 JBARTHOLOW@WCLP.ORG

출처: https://wclp.org/wp-

content/uploads/2020/04/CalFreshEmergencyAllotmentFinalFactsheet_4.3.202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