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E BODIED ADULT WITHOUT DEPENDENTS (ABAWD)

기본 식품 자격 조건:
기본식품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Basic Food Eligibility Requirements:
What You Need to Know to Keep Your Benefits
근로자가 아니면 일정 시간 경과 후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저희는 일하실 수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 식품에 관한 한 귀하를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기능이 정상적인 성인(ABAWD)으로 간주합니다.
근로 조건에 미달되면 36 개월 중 3 개월 동안만 기본식품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식품 수당을 계속 받는 방법
기본식품수당을 3 개월 이후에도 계속 받으려면 다음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해야 합니다:


노동복지(Workfare)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자원봉사를 합니다. 월 수당액에 따라서 식품 수당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시간이 결정됩니다.



일주일에 평균 20 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80 시간 이상 일합니다.



주에서 승인한 고용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예:
o

기본 식품 고용 및 훈련 (BFET). 더 자세한 정보는 www.dshs.wa.gov/bfet 에서 확인하십시오.

o

인력 혁신 및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에 포함된 프로그램.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services-offices/wioa 에서 확인하십시오.

o

AmeriCorps VISTA.

참여 장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월 80 시간 이상 참여하실 수 없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산업노동부(Labor & Industries, L&I), 재향군인 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 또는 민간 장애
보험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취업에 장애가 되는 상황에 놓인 경우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



약물 의존 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경우



재학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난민 현금 원조 수당(Refugee Cash Assistance benefits) 또는 상응 보조금(Matching Grant Funds)을 받고
있는 경우
LEP Pathway 또는 CLEVER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들
다음 경우에 해당되면 저희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 의무 참여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 근로 시간이 20 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가족 소득이 WAC 388-478-0060 의 제한을 넘게 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WAC 388-470-0006(8)(a)의 한도 이상에 해당하는 상당한 복권 당첨금을
받거나 1 회 도박 게임에서 도박 당첨금을 받은 경우

ABAWD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dshs.wa.gov/abawd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분은 저희에게
1-877-501-2233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www.washingtonconnection.org 에서 수당을 신청하거나 검토서를 제출하거나 변동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BASIC FOOD ELIGIBLITY REQUIREMENTS: WHAT YOU NEED TO KNOW TO KEEP YOUR BENEFITS
DSHS 11-034B KO (REV. 05/2020)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