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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캘리포니아 근로 기회 및 아동에 대한 책임(CALWORKS) 
안전망(SAFETY NET) 및 특정 아동 전용 사례 중요 정보 안내 

귀하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아동 지원(양육비)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귀하는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CalWORKs 현금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양육권이 카운티로 배정되지는 않지만, 지역 아동 지원국(Local Child Support Agency -  
LCSA)에 자녀의 양육 건을 의뢰하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 자녀(들)의 비 양육 부모를 찾거나 자녀(들)의 친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LCSA가 
제공하는 아동 지원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보조금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비 양육 부모를 찾거나 친자 관계를 설정해 두면 후일 귀하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수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  향후 자녀(들)이 현금 보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아동 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비 양육 부모가 귀하에게 지불하거나 LCSA가 귀하를 대신하여 수금한 양육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이 금액을 카운티로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람들이 양육비를 수령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카운티가 수금한 양육비를 LCSA를 통해 
전달받는 사람들도 있고, 비 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에게 직접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귀하가 이미 LCSA에 아동 지원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귀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는 지속적으로 수금됩니다. 

○ 그러나 귀하가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양육비 금액과 수령일자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되는 소득 신고 규정에 따라 귀하가 수령한 양육비를 카운티에 
보고할 때 해당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귀하가 LCSA에 아동 지원 서비스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LCSA에 아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필요에 따라 친자 관계 설정하고, 양육비를 수금하여 귀하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운티에서 해당 절차와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가 양육비를 수금하여 귀하에게 전달하는 경우, 더 이상 양육비로 귀하의 가족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므로, 성인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60개월 CalWORKs(칼웍스) 
지원 기간 한도 적용이 중지되어 있었던 경우, 지원금 수령 기간 “적용 중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  귀하가 CalWORKs 프로그램이 지급하는 자녀(들) 양육비 수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지원 
단위(AU) 가족 당 1자녀 기준 , 매월 첫 $100달러, 또는 AU 가족 당 2자녀 이상 기준, 매월  
$200달러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감 잔액은 CalWORKs 보조금에서 정산됩니다; 

•  귀하가 CalFresh(칼프레쉬) 혜택 또한 수령하는 경우, 귀하가 수령하는 양육비 소득 전액은 
CalFresh 혜택 정산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카운티에 즉시 연락하여 주십시오. 

CW 2215 (Korean) (10/20) Required Form - No Substitute Permitted 


	캘리포니아 근로 기회 및 아동에 대한 책임(CALWORKS) 안전망(SAFETY NET) 및 특정 아동 전용 사례 중요 정보 안내 

	Heading 9: 
	CW 2215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