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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________ 을/를 기준으로 귀하가 다음의 자녀(들)을 
귀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 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카운티에 신청한 민원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녀(들)이 CalWORKs 수혜 자격을 
갖춘 경우 현금 보조금 금액에 포함됩니다.  

___________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 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가족의 최대 보조금 지급액에 포함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현금 보조금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양육비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 ] CalWORKs 수혜 자격이 있는 이복 자녀 또는 
의붓 자녀와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 ] 세대구성원 중CalWORKs 수혜 자격이 있는 
자녀의 이복형제자매 또는 의붓형제자매가 
아닙니다.    

[ ] 법원 자녀 양육비 명령은 반드시 각 자녀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한 양육비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 귀하는 사무국이 요청한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서류를 구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9세 미만 취학 자녀로 만 19세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CalWORKs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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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금 금액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자녀(들)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별도의 
고지를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본 페이지에 귀하의 현금 보조금 금액이 정산되어 
있습니다.  
 
 
 
 
 
INSTRUCTIONS: Use to deny the application (CW 52 request) when the parent/caretaker 
relative requests a child(ren) be removed from the AU’s MAP under SB 380 rules (Child 
Support) but the child(ren) do not qualify.  Specify the name of the child(ren) and the reason 
the child(ren) does not qualify to be removed from the MAP.  Add space(s) as needed to allow 
for the number of children’s names being denied and/or the proof that was not received.  Use 
NA 200 if the AU has no income or NA 1239 SAR if the AU has income for the correct budget.  
Calculate the AU’s MAP with the child(ren) being denied under SB 380 included in the MAP, if 
otherwise e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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