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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주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수혜자격 박탈 동의서 
 Disqualification Consent Agreement 

OFA 번호 

      

수혜자의 이름 

      

수혜자의 SSN 

      

수혜자의 생년월일 

      

수혜자의 ID 번호 

      

본인,       은(는) 다음 사항을 이해합니다: 
  이름, 중간이름, 성 

 고발당한 개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7 CFR 273.16(h)(l)(ii)(A)에 명시된 대로 세대주가 반드시 수혜자격 박탈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합니다. 

본인,       은(는) 다음 사항을 이해합니다. 
  세대주의 이름, 중간이름, 성 
1. 성인 가족 구성원이 계약 조건을 충족한 결과로 이미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한, 내 식품 지원 유닛의 
나머지 모든 성인 가족 구성원과 나는 결과적인 채무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2. 본인은 민형사상의 허위진술 또는 사기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식품지원혜택을 받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수혜자격이 박탈되면 식품지원을 받는 본인의 전체 가구 
성원(assistance unit)은 전보다 적은 액수의 식품지원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본인이 이 수혜자격박탈 동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다음 기간 동안 수혜자격이 박탈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2개월   24개월   십(10)년   영구적으로 자격박탈 
 위반횟수:   초범(한 번)   재범(두 번)   재범(세 번) 또는 
   본인은 하나 이상의 사무국 또는 주정부로부터 식품혜택을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헌법 규정권리에 대한 설명 

심문을 받으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1.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진술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변호사를 지정하여 심문 시 참석하거나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심문에 참석하거나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는 심문 전이나 심문 중에 위 권리들을 행사하고 진술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식품지원프로그램 벌칙 경고 

WAC 388-446-0020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정지 - 고의적으로 식품지원 또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정지 - 고의적으로 식품지원 또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또는 규제성 물질(예: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식품지원 또는 SNAP 혜택을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해 처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0년 정지 - 혜택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짜 신분증이나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평생 동안 수혜자격이 박탈됩니다.   
고의적으로 식품지원 또는 SNAP 규정을 세 번 위반하는 경우  
규제성 물질(예: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식품지원 또는 SNAP 혜택을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해 두 번째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총기, 탄약 또는 폭발물을 구입하기 위해 혜택을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500 이상의 식품혜택을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의적으로 또는 알면서 식품지원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률위반으로 기소처벌, $250,000의 벌금형, 최대 20년까지 구금 또는 
벌금형과 구금형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가능한 연방법에 따라 기소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서명       날짜 

            

세대주 서명(고발당한 개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