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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귀하는 최근 소유 재산의 변동 사항에 관해 카운티에
신고했습니다. 

보통, 귀하가 신고한 소유 재산 금액은 현금 보조금 수령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카운티는 
6개월에 한 번씩 귀하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귀하의 현금 
보조금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  ]  귀하의 다음 신고는 귀하의 연차 재결정입니다. 모든 
정보는 귀하의 SAWS 2 재결정 양식을 통해 신고하고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귀하의 다음 신고는 연 2회 신고(SAR 7)입니다. 

□귀하는 소유 재산 및 그 가치에 대한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이 소유
재산에 대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는 소유 재산을 신고할 때 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SAR 7에 해당 소유
재산을 기재하고 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유 재산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팔았다, 다
써버렸다 등).

소유 재산 한도는 $2,000이며, 보조금 수령 대상자 중 
60세가 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3,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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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조금 수령 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공정한
가격에 소유 재산을 매매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돈을 
소유 재산 한도 밑으로 내려 가도록 지출하거나 제한적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양도해 
버리거나 공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습니다. 

제한적 은행 계좌는 교육, 주택 또는 사업 착수 등의 
목적으로 저축액을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이러한 저축 
목적으로 특수(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복지국 
담당자에 연락해 CalWORKs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NSTRUCTIONS:  Use this notice to inform 
clients that information reported about 
property during the semi-annual period 
has resulted in no change to their 
benefi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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