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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rst 오리엔테이션 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First 핸드북 1.4.2 를 참조하십시오. 

동영상 대본 

01 

 

WorkFirst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희는 빈곤층 가족 임시 지원(또는 TANF)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TANF 는 현금 보조금 프로그램이며 WorkFirst 는 귀하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거나 가족의 목표 달성에 일조할 만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소책자 및 현지 자원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저희와 토론할 수 있도록 메모나 

질문을 적어 놓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02 

 

워싱턴 주에서는 성인이 일생 동안 총 60 개월의 TANF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주에서 받은 현금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03 

 
 

WorkFirst 는 귀하를 업무 경험, 교육, 훈련 및 구직 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 사회 파트너들과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파트너와 가용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과 가장 중요한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https://www.dshs.wa.gov/esa/chapter-1-engaging-parents-workfirst/14-workfirst-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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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저희는 귀하의 WorkFirst 활동 참여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귀하와 

만나 상황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오로지 귀하 및 귀하 가족의 특정 목표에 근거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귀하가 예정된 약속이나 활동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계획에는 저희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05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활동에 참여를 중단하거나 

불참을 선택하는 경우 저희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재는 

현금 보조금을 40% 줄이거나 TANF 케이스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귀하를 제재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06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이 귀하가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귀하와 동반자 관계를 맺고 귀하가 개인적으로 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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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귀하가 WorkFirst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육아 비용 지불 지원을 

포함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육아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고드리며 귀하가 

WorkFirst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다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귀하의 담당 직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육아 서비스는 washingtonconnection.org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44-626-8687 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는 귀하가 옵션에 대해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저희와 함께 귀하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