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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 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달러입니다.  
 

2014 년 1 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82.00달러입니다. 

2015 년 1 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달러입니다. 

2016 년 1 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Income Deduction for 
Nondisabled Child) 
$367.00달러입니다. 

2014 년 1 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361.00달러입니다. 

2015 년 1 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367.00달러입니다. 

2016 년 1 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SSI Rate for Disabled 
Child) 
$796.40달러입니다. 

2014 년 1 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784.40달러입니다. 

2015 년 1 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796.40달러입니다. 

2016 년 1 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44.40달러입니다. 

2016 년 1 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32.40달러입니다. 

2015 년 1 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44.40달러입니다. 
 

사례 A: 애플 씨 부부는 장애가 있는 아담을 포함하여 자녀가 

셋입니다. 애플 씨의 총 근로소득은 월 $2,000.00 달러입니다. 애플 씨 

부인은 파트 타임으로 일하며 총 소득은 월 $1,000.00 달러입니다. 이 

부부는 또한 월 $30달러의 석유 리스 소득을 받습니다.  

사례 A 에서 생활보조금 아동에게 적용되는 부모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1. 이 가정의 석유 광물권 리스로부터 얻는 비근로소득 $30.00 달러를 

기입합니다.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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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가정에는 아담 이외에 2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들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가정의 2016 년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공제는 각각 $367.00 달러입니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총 공제액인 

$734.00달러를 기입하십시오. 

3. 비근로소득에서는 임의소득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4. 물론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은 0입니다. 

5. 애플 씨 부부의 총 합산근로소득은 $3,000.00 ($2,000.00 + 

$1,000.00)달러입니다. 

6. 이 가정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공제의 미사용 잔액 (#1 - #2)은 

$704.00달러입니다. 

7. 위의 3 번에서 임의 소득 불인정 $20.00 달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 달러 공제 전체액을 여기에 기입합니다. 

8. 다음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65.00 달러입니다. 

9. 소계는 $2,211.00 ($3,000.00 - $704.00 - $20.00 - $65.00)달러입니다. 

10. 9 번의 절반인 $1,105.50달러를 기입합니다.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은 $1,105.50 달러입니다. 

12. 위의 4 번에서 계산이 가능한 비근로소득은 없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총 소득 또한 $1,105.50 달러입니다. 

13. 2016 년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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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아동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은 전체 포함가능 소득 -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 또는 $5.50 달러입니다. 

사례 A 에서 아동 보조금 계산하기: 

a. 2016 년 1 월 장애아동 생활보조금 수준은 $796.40 달러입니다. 

b. 인정되는 금액은 $5.50 달러이며 다른 비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Title II 

사회보장국 부양가족 혜택). 

c. 이 예에서 아동 지원금은 없습니다. 

d. 해당 아동의 소득에서 임의소득 불인정 $20.00 달러를 공제합니다. 

e. 이 예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f. 해당 아동의 계산이 가능한 총 소득은 $0 ($5.50 - 해당 아동의 공제 

가능 $20.00 임의소득 공제)달러입니다. 

g. 해당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표액은 $796.40 달러가 될 것입니다. 

사례 A 
월간 부모-아동 생활보조금 인정 연습용지 

부모의 소득: 

1. 비근로 소득     $30.00 $0.00 

2. –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 1   $(734.00) $0.00 

                                      
1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이었으며, 2014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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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달러 임의소득 불인정   $(20.00) $0.00 

4.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  $0.00  $0.00 

5. 총 근로소득     $3,000.00 $0.00 

6. - 다른 아동에 대한 잔액 (2 - 1)2  $(704.00) $0.00 

7. - 임의소득 불인정 잔액   $(20.00) $0.00 

8. - $65.00 의 인정하지 않는 근로소득 $(65.00) $0.00 

9. 소계       $2,211.00 $0.00 

10. - #9 소계의 절반(50%)    $1,105.50 $0.00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0.00  $1,105.50  

12. 소계 - 계산이 가능한 소득   $0.00  $1,105.50 

13. - 개인 또는 부부 FBR3    $0.00  $(1100.00) 

                                      
공제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2 2013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이었으며, 2014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3 2013년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10.00입니다. 

 2014년에는 $72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733.00입니다.  2013년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66.00이었고 2014년에는 $1082.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1100.00 이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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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아동에 인정되는 금액 4   $0.00  $5.50 

아동 보조금 계산: 

a.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준 5   $0.00  $796.40 

b. 위의 #14 에서 인정된 금액 + 기타 비근로소득     
       $5.50  $0.00 

c. 아동 지원금의 2/3 6    $0.00  $0.00 

d. - $20.00 임의소득 불인정   $(20.00) $0.00 

e. 포함 가능 근로 소득 7    $0.00  $0.00 

f. 아동의 전체 포함 가능 소득   $0.00  $0.00 

g. 아동의 생활보조금    $0.00  $796.40 
 
사례 B: 베티 바튼은 장애 아동인 빌을 키우는 한 부모입니다. 

빌은 아버지로부터 매월 $225.00 달러의 자녀 양육비를 

                                      
4 장애 아동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인정 금액을 해당 장애 아동들에게 

분배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5 연방정부 혜택 요율 및 주 보조금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생활보조금 

장애아동 요율은 2013 년에 $773.40, 2014 년에 $784.40, 2015 년 및 

2016 년에 $796.40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은 2013년에 $921.40, 2014 년에 

$932.40, 2015 년과 2016년에 $944.40 입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6 아동 지원의 2/3만 포함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7 2013년 월간 면제액은 $1,730.00, 연간 면제액은 $6,960.00 이었습니다.  

2014 년 월간 면제액은 $1750.00, 연간 면제액은 $7,060 이었습니다.  

2015 년과 2016 년 월간 면제액은 $1780.00, 연간 면제액은 $7180.00 

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모두 

공제액을 공제받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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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습니다. 바튼은 월 $2,000.00 달러의 공제 이전 소득을 

받습니다. 

사례 B 에서 생활보조금 아동에 해당하는 부모의 소득금액 계산하기: 

1-4. 이 예에서 비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5. 총 근로소득은 월 $2,000.00 달러입니다. 

6. 이 예에서 이 가정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7. 비근로 소득이 없으므로, 임의소득 불인정 $20.00 달러 

전체를 공제합니다. 

8. 다음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65.00 달러입니다. 

9. 소계는 $1,915.00달러입니다. ($2,000.00 - $20.00 (7번) - 

$65.00 (8번) 불인정. 

10. $1,915.00달러의 절반은 $957.50 달러입니다.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또한 $957.50 달러입니다. 

12. 이 예에서 비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총 

소득은 $957.50 달러입니다. 

13. 2016 년 한 부모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33.00달러입니다. 

14. 빌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은 $224.50 달러이며, 

이는$957.50 달러와 $733.00달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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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에서 아동의 보조금 계산하기: 

a. 이 아동의 2016 년 1 월 보조금 수준은 $796.40달러입니다. 

b. 인정된 금액은 $224.50 달러입니다. Title II 사회보장 부양가족 

혜택과 같은 다른 비근로소득은 없습니다. 

c. 이 예에서 빌은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매월 $225.00 달러를 받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자녀 양육비의 

2/3 만 포함하므로, $225 달러의 1/3 또는 $75달러를 

$225 달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150 달러는 해당 아동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d. 해당 아동의 소득에서 임의소득 불인정 $20.00 달러를 

공제합니다. 

e. 이 예에서 해당 아동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f. 해당 아동의 계산 가능한 비근로소득은 $354.50 ($224.50 + 

$150.00 - $20.00)달러입니다. 

g. 이 아동의 생활보조금은 $441.90 달러입니다 ($796.40 - 
$354.50). 

사례 B 
월간 부모-아동 생활보조금 인정 연습용지 

부모 소득: 

1. 비근로 소득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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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 8   $0.00  $0.00 

3. - $20 임의소득 불인정    $(20.00) $0.00 

4.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   $0.00  $0.00 

5. 총 근로소득     $2,000.00 $0.00 

6. 다른 아동에 대한 잔액 차감 9   $0.00  $0.00 

7. - 임의소득 불인정 잔액    $(20.00) $0.00  

8. - $65.00 의 인정하지 않는 근로소득 $($65.00) $0.00 

9. 소계       $1,915.00 $0.00 

10. - #9 소계의 절반(50%)    $(957.50) $0.00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0.00  $957.50  

12. 소계 - 계산이 가능한 소득   $0.00  $957.50 

13. - 개인 또는 부부 FBR10    $0.00  $(733.00) 

                                      
8 2013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이었으며, 2014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9 2013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이었으며, 2014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10 2013년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 $710.00 이고, 2014 년은 $721.00, 

그리고 2015년과 2016 년은 $733.00입니다.  2013년 부부 연방정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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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아동에 인정되는 금액 11   $0.00  $224.50 

아동 보조금 계산: 

a.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준 12   $0.00  $796.40 

b. 위의 #14 에서 인정된 금액 +기타 비근로소득    
       $224.50 $0.00 

c. 아동 지원의 2/3 13    $150.00 $0.00 

d. - $20.00 임의소득 불인정   $(20.00) $0.00 

e. 포함 가능 근로 소득 14   $0.00  $0.00 

f. 아동의 전체 포함 가능 소득  $0.00  $354.50 

g. 아동의 생활보조금    $0.00  $441.90 

                                      
요율은 $1066.00 이었고 2014 년에는 $1082.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1100.00 이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11 장애 아동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인정 금액을 해당 장애 아동들에게 

분배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12 연방정부 혜택 요율 및 주 보조금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생활보조금 

장애아동 요율은 2013 년에 $773.40, 2014 년에 $784.40, 2015 년 및 

2016 년에 $796.40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은 2013년에 $921.40, 2014 년에 

$932.40, 2015 년과 2016년에 $944.40 입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13아동 지원의 2/3 만 포함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14 2013년 월간 면제액은 $1,730.00, 연간 면제액은 $6,960.00 이었습니다.  

2014 년 월간 면제액은 $1750.00, 연간 면제액은 $7,060 이었습니다.  

2015 년과 2016 년 월간 면제액은 $1780.00, 연간 면제액은 $7180.00 

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모두 

공제액을 공제받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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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부모-아동 생활보조금 인정 빈 연습용지 

부모의 소득: 

1. 비근로 소득     $0.00  $0.00 

2. –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 15 $(   )  $(     ) $0.00 

3. - $20 임의소득 불인정   $(20.00) $0.00 

4.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   $0.00  $0.00 

5. 총 근로소득     $0.00  $0.00 

6. 다른 아동에 대한 잔액 차감 16   $(   )  $0.00 

7. - 임의소득 불인정 잔액   $(20.00) $0.00 

8. - $65.00 의 인정하지 않는 근로소득 $(65.00) $0.00 

9. 소계      $0.00  $0.00 

10. - #9 소계의 절반(50%)   $(   )  $0.00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0.00  $0.00 

12. 소계 - 계산이 가능한 소득   $0.00  $0.00 

                                      
15 2013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이었으며, 2014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16 2013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이었으며, 2014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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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 또는 부부 FBR17   $0.00  $(   ) 

14. # 장애아동에 인정되는 금액  $0.00  $0.00 

아동 보조금 계산 

a.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준   $0.00  $0.00 

b. 위의 #14 에서 인정된 금액 + 기타 비근로소득    
       $0.00  $0.00 

c. 아동 양육비의 2/3    $0.00  $0.00 

d. - $20.00 임의소득 불인정   $(20.00) $0.00 

e. 포함 가능한 근로소득   $0.00  $0.00 

f. 아동의 전체 포함 가능 소득  $0.00  $0.00 

g. 아동의 생활보조금    $0.00  $0.00 
  

                                      
17 2013년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 $710.00 이고, 2014 년은 $721.00, 

그리고 2015년과 2016 년은 $733.00입니다.  2013년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66.00 이었고 2014 년에는 $1082.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1100.00 이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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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______________ 
 

사회보장국 

지구 사무소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제목: ___________________ 아동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동의 SS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우리는) 상기 아동의 부모입니다. 이 문서는 _________________.의 소득 변경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이 소득 변경으로 저의 (우리)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표 금액이 변경된다면, 제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본인은(우리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신고서의 계산이 사실이며 

정확하고 첨부된 사본은 원본의 정확한 사본임을 서약하거나 선언합니다. 상기 명시한 날짜와 

장소에서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버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머니 

부모의 근로소득 

급여기록/급여명세서 복사본 첨부; 

원본은 연례 검토 시 사회보장국이 검수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고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____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____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____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_________ 

비근로 소득 

소득원: __________________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