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SERVICES ADMINISTRATION
COMMUNITY SERVICES DIVISION

개인 경로
Personal Pathway
DSHS 의 목표는 귀하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혜택을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기회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문에 참여해 주십시오. 설문에 참여하시면 지금 당장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께서 지금 연결 가능한 서비스와 자원을 찾는 일에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설문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삶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1. 귀하께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DSHS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른다

무력하거나 두려운 느낌이 든다

좌절한 상태이다

이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점에 안도감을

갇혀 있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느낀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주눅이 들었거나 멍한 상태이다

기타:

흥분되어 있다

2. DSHS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성공적이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내 가족을 위해 제공된 직업을 찾았다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내가 즐기는 분야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다

고졸 학력 인증서(GED) 또는 고등학교(HS) 학위를

나 자신과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받았다

나의 지역공동체와 더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었다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 가족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었다

기타:

3. 귀하는 어떤 개인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귀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와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

되돌려주고 기여하는 것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

직무 경험을 쌓는 것

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내 공부를 더 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것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구하는 것

독립과 자유를 확보하는 것

더 나은 생활

기타:

4.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이러한 문제들 중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장을 찾기 위한 최근 경력이 없음

교통 수단 없음

법적 또는 신원 조회 문제

안정적인 주거가 없음

취업 또는 취업 기술 없음

자녀 양육 문제(안전 문제, 지원 수령 또는 명령 / 부채 조정)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음

아이들의 학교 문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함

지금 너무 많은 기관과 협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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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거나 학교에 가기 위한 탁아 시설 없음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 문제

개인 건강 문제(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중독)

기타:

5. 귀하에게 오늘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수당 지원(현금, 식품비, 의료비)

다른 DSHS 수당 옵션(WorkFirst, BFET, 고용 파이프라인,

교통 지원

자녀 양육 / 대안 해법, DVR) 알아보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원에 대해

교육 기회 상담

자세히 알아보기

기타:

육아 지원
가정 폭력 자원과의 연계

6. 다음 중 가치를 두고 강화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무엇인가요(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과 시간 보내기

무언가를 생성하거나 구축하는 것

내 건강 돌보기

친구, 가족과의 친목 도모

개인적 건강 및 운동

학습, 읽기 또는 기술 향상

취미 생활로 시간 보내기

자녀 학교의 봉사 활동

내 지역사회, 학교 및 신념과의 연결

기타:

7. 귀하가 즐기기도 하며 능숙한 기술은 무엇인가요(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팀의 일부로 일하는 것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정보 기술/컴퓨터

수작업

숫자 또는 데이터로 작업하는 것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의사소통

문제 해결

조직 및 계획

기타:

8. 귀하를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목표에 대하여 강인해지고 방법에 대하여 유연해지는 것이다.
무료 훈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배우는 것

가정 폭력 자원과의 연계

안전한 보육 확보

교육 기회 상담

유급 또는 무급 직무 경험 얻기

내 자녀의 학교 또는 주간 보육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도움이 되는 자원 알아보기

모색

공중 보건(Public Health) 자원과의 연계

내가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활동

진행 중인 지원 받기와 목표 설정

사회보장 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원

육아 자원/지원에 대한 정보

법적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지원 논의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자녀 양육 옵션 알아보기

알아보기

금전 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난민과 이민자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기타:

대한 옵션 알아보기
다른 DSHS 혜택 옵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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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가장 집중하고 싶은 2 가지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9. 추가 의견

개인 경로(Personal Pathway)를 완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함께 검토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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