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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다음을 받고계십니까: 
  SSI       SSDI       Medicaid 
  DSHS 현금 또는 식품 지원 

상기 항목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본 양식의 섹션 E 
및 G만 필요합니다. 

지원은 다음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가족 단위               고객 

고객 이름 

      

본 양식의 목적은 재정 상태의 문서화 처리에 있습니다.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개별 고용 계획, IPE) 비용과 관련한 귀하의 

기여금은 귀하의 소득 그리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자산의 자금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정보는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직업 재활과, DVR)에서 IPE 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능력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본 양식은 귀하, 귀하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 시 기타 대리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귀하 그리고 DVR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 

자산 및 부채는 마지막 과세 연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 상태를 판단하여 가족 단위 또는 개인 고객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A.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정을 거쳐 조정된 총소득) (단순 재무제표) 

마지막 소득 신고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마지막 소득 신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작성하십시오: 

1. 조정된 총 소득(양식 1040: 8b행) $       
1. 마지막 달의 임금, 팁 및 급여(세금 

원천징수를 반영하기 전) 
$       

2. 면세 이자(양식 1040:  2a행) 그리고 비과세 

사회 보장 퇴직 또는 유족 연금 혜택(양식 

1040의 5a행) + $       

2. 자영업자 소득(사업 관련 비용 지불 후) + $       

3. 기타의 원천을 통해 획득한 소득(예: 실업 

수당, 위자료, 퇴직 수당, 이자 소득, 자본 

이득, 배당금) 

+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정을 거쳐 
조정된 총 소득) (연간 기준) 

= $       
4. 모든 공제(예: 위자료 지급,  HSA 계정과 

관련한 기부금) - $       

만약 귀하의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정을 거쳐 
조정된 총 소득, MAGI) 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VR 상담원이 제공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후 IPE 비용과 관련한 
재정적 참여 요건을 면제하게 됩니다.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정을 거쳐 
조정된 총 소득) (월간 기준) 

= $       

소득 개인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 8인 가족 

월별 $3,791 $5,127 $6,464 $7,800 $9,136 $10,473 $11,809 $13,146 

매년 $45,490 $61,526 $77,563 $93,600 $109,637 $125,674 $141,710 $157,747 

참고: MAGI가   상기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양식의 섹션 G로 가십시오. 

B.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월 소득(MAGI가 섹션 A에 제공된 표에 나온 금액의 초과 시에만 작성할 것) 

1.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임금, 팁 및/또는 급여(또는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자영업 소득) $       

2. 보상, 보험, 연금, 신탁 또는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월간 연금, 이자 및/또는 임대료 + $       

3. 유지 보수 및/또는 자녀 양육비 + $       

4. 기타 수입 + $       
 

B.  총 월 소득 
 

= $       

C.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자산(MAGI가 섹션 A에 제공된 표에 나온 금액의 초과 시에만 작성할 것) 

1. 당좌/저축(총) – 현재 월별 명세서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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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 직장, 학교 또는 VR/IL 서비스가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당 한 대의 차량을 제외함. 차량 및 가치를 구체화 할 것 

A.        + $       

B.        + $       

3. 레저용 차량(보트, 트레일러, 오토바이 등); 차량 및 가치를 구체화할 것  + $       
 + $       

4. 부동산 및 거출물 – 주요 거주지는 제외할 것 + $       

5. 위에서 계산한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주식, 채권, 신탁, 예금 증서 등 + $       

기본 자산 면제 - $ 5,000 

C.  총 실질적인 개인적인 자산 = $        

D.  실제 월별 부채(MAGI가 섹션 A에 제공된 표의 금액의 초과 시에만 작성할 것) 

1. 임대/모기지 지급 $        

2. 재산세 + $       

3. 유틸리티, 전화 등 + $       

4. 보험료; 유형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동차 보험 + $       

      + $       

      + $       

5. 신용 또는 청구 계좌; 구체적으로 명시할것 

채권자 / 대출 총 부채 월 최소 

      $       + $       

      $       + $       

      $       + $       

6. 대출금;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채권자 / 대출 총 부채 월 최소 

      $       + $       

      $       + $       

      $       + $       

7. 의료 비용; 구체적으로명시할 것 

제공자 총 부채 월 최소 

      $       + $       

      $       + $       

      $       + $       

8.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관련 비용(간병인, 치료비, 

처방전, 장비 등.) 
+ $       

9. 교통비 + $       

10. 차량 면허(월) + $       

11. 식품 + $       

12. 옷 + $       

13.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       

      + $       

D.  실제 월별 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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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SHS 현금 또는 식품 지원 / SSI / SSDI  Medicaid 확인 / 은행 거래 명세서 면제(DVR 직원) 

1. 본인은 고객이 재무제표에 올바른 문서를 첨부했고 DSHS 현금 또는 식품 지원, SSI, SSDI 또는 

Medicaid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RC 이니셜 

2. 본인 은행 거래 명세서 및 다른 재무 정보와 관련한 요건을 포기했습니다. VRC 이니셜 

F.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개별 고용 계획) 과 관련한 고객의 기여도 계산(DVR 직원) 

IPE에 예상되는 개월의 수를 입력합니다       

1. 총 월별 소득(섹션 B) B $       

2. 총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자산(섹션 C)을 계획의 개월 수로 나눈 

값(월별 자산의 경우) 
C  IPE의 개월 수로 나눈 값 + $       

3. 총 월간 자원 행 1 더하기 행 2 = $       

4. 총 실제 월별 부채(섹션 D) D - $       

5. IPE에 사용가능한 월간 총 자금 행 3 빼기 행 4 = $       

6. IPE 서비스에 사용가능한 총 자금 행 5에 IPE의 개월 수를 곱한 값 = $       

상기의 IPE(항목 5 및 6)에 사용가능한 자금이 0보다 클 경우 해당 금액 및 서비스는 고객의 IPE("플랜과 관련된 비용" 식별 섹션)에 

기록됩니다. 

G.  고객의 선언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워싱턴 행정법, WAC)에 의거하여 본인이 SSI, SSDI, Medicaid 또는 DSHS 소득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의 제출 시 제공받고 있는 VR 서비스의 일부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부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의 지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은 해당 정보가 기밀이며 챕터 388-891A, WAC에 의거하여 본인의 IPE의 목표 달성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해당 양식에 제공되고 입력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본인의 소득, 자산 및 부채의 공개에 있어서 위증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하에 이를 맹세합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DVR에 즉시 보고해야할 본인의 책임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에 

의해 제공된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 시 DVR은 서비스를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제출했거나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마지막 세금 신고서에 대한 사본이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포함되었으며, 현재 저축 및 

수표 명세서 사본이 적절할 경우 제공 또는 면제되었습니다. 필요 시 재정 상태와 관련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본인은 재정 상태에 맞춰 IPE 서비스 비용과 관련한 본인의 기여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는 DVR의 요건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고객/법적 보호자의 서명(해당 시) 날짜 

       
H.  카운셀러 선언 

본인은 고객,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했습니다. 본인은 고객,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본 양식의 목적, 재정 상태에 변동 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보고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관련한 

추가 문서를 제공하라는 DVR 요청을 따라야 할 책임을 진다고 알렸습니다. 본인은 또한 고객,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재정 상태에 따라 고객의 IPE 비용과 관련한 기여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DVR의 요건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상담원 서명 날짜 

       
정자체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