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또는 레크리에이션 라이센스 일시 중지/취소 경고 통지 청구 양식
지침: 임시 지원 또는 추가 보안 소득(SSI)을 받거나, 연간 소득이 2022년 $18,347의 자립 준비금 미만이거나,
현재 지원 의무를 지불한 후 자립 준비금 미만이거나, 경고 통지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일시 중지/취소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
•

•

귀하가 공공 지원 또는 보충 보장 소득(SSI)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연간 소득이 자립 준비금
미만인 경우 섹션 1을 작성하십시오.
경고 통지에 표시된 정보가 잘못되어 사실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섹션 2를 작성하십시오.
모든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고 요청된 특정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양식에 활자체 이름과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과 증빙 서류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께 제공되는 경고 통지 상단에 제공된 SCU 주소의 지원 수집
부서(SCU)로 반환하십시오.
귀하의 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가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검정색 잉크로만 작성

섹션 1: 소득 청구
본인은(본인에게 적용되는 각 상자 체크) 때문에 전문 또는 레크리에이션 면허 정지/취소 조치의
대상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임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보안 소득(SSI)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자립 준비금(2022년 $18,347) 미만입니다.
연간 수입은 현재 지원 의무를 지불한 후 자체 지원 준비금(2022년 $18,347) 미만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예: 지역 사회 복지부의 혜택 통지서 또는 사회
보장국의 보충 보장 소득(SSI) 기금 수령 서신, 가장 최근에 제출된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사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섹션 2: 사실의 착오 주장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의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본인에게 해당되는 각 확인란 체크표시):
본인은 양육권이없는 부모가 아닙니다.
지원 명령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연체/연체 지원 금액이 4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지원 금액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원 수집 부서(Support Collection Unit, SCU)는미지급된 자녀 양육비 채무에 대한 금액을 잘못
기입했습니다.
기타. 청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첨부합니다(예: 신원 증명, 지원 수상 기금 종료, 무효 또는
수정 명령 사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 및 제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활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
날짜

뉴욕 사례 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U 국가 이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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