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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책임 계획 (IRP) 

      을(를) 위한 WorkFirst 개인 책임 계획 

JAS ID 

      

사례 번호 

      

고객 ID 

      

본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찾아야 하며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은 필요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WorkFirst 제재 상태라고 

합니다.   

• 본인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본인의 보조금의 40% 또는 1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또는 

• WorkFirst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WorkFirst 제재로 인해 현금 지원이 차감된 경우: 

• 제재를 종료하려면 4주 연속으로 IRP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 4주 연속으로 필요한 조치를 따르면 4주 동안의 참여 후 다음 달 1일부터 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종료됩니다. 

• 10개월 연속으로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본인의 사례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WorkFirst 제재로 인해 본인의 사례가 종결된 경우:  

• 다시 지원해야 하며, 현금을 받으려면 4주 연속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은 협조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TANF/SFA 혜택을 받는 동안 DCS (Division of Child Support)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수령하면 현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연장 자격이 없는 한 평생동안 60개월 동안만 TANF/SFA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월 분의 현금 지원 혜택을 사용했습니다. 

• 본인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찾아야 하며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은 예정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 아래에 명시된 각 주의 해당 시간 동안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좋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WorkFirst 프로그램 전문가/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이나 예기치 못하게 자녀를 돌보지 못했거나 이동하지 못한 경우, 

• 응급 상황(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에 처한 경우, 

• 가정 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맡길 저렴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긴급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장애 또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중증 및 만성 장애가 있는 성인인 경우, 

• 집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이고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본인이 아이의 부모가 아닌 경우, 또는 

• DSHS 중재자와 함께 SSI를 신청하는 경우. 

• 노숙 생활을 하고 있거나 노숙자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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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례 검토 및/또는 행정 청문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청문을 요청하려면, 본인은 아래의 사례 관리자 서명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커뮤니티 서비스 오피스 또는 행정 청문 사무국(DSHS, PO Box 42489, Olympia WA 98504-2489)에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개인 책임 계획 (Individual Responsibility Plan) 사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청문에서 본인을 대표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사람에 의해 대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 법률 교육 자문 및 의뢰(CLEAR, Coordinated Legal Education 

Advice and Referral)에 연락함으로써 무료로 법적 조언이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nwjustice.org/get-legal-help 사이트 방문, 

• 만 60세 미만인 경우 1-888-201-1014로 전화, 또는 

• 만 60세 이상인 경우 1-888-387-7111로 전화. 

사례 관리자 서명 날짜 

      

본인의 서명 날짜 

      
JAS ID 

      

사례 번호 

      

고객 ID 

      

기밀 요구 사항 

본인은 일을 진전시키거나 일을 유지하거나 일을 수락하거나 일을 찾거나 계획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사례 검토 및/또는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은 WorkFirst 프로그램 

전문가/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할 것입니다. 

• 자동차 수리 

• 옷 

• 카운셀링 

• 기저귀 

• 교육 비용 

• 개인 위생 

• 허가/수수료 

• 이발/미용 

• 버스 이용권 

• 마일리지 

• 일에 필요한 도구 

• 가족 계획 

제재 상태에 있는 동안, 본인은 IRP를 준수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원 서비스(예: 작업복 또는 교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CS (Division of Child Support)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자녀나 본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위협 등이 있습니다.  본인은, TANF 지원을 받는 동안 수령한 모든 자녀 지원금은 주 당국에 반환하기 위해 보유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TANF/SFA 지원을 받는 것을 중단하면, 본인이 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한 DCS에서 자녀 지원금을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본인은 지원 서비스, 

제재, 자녀 지원금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 서명 날짜 

      

본인의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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