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이름(세대주)

DSHS 현금보조금 또는
식품 혜택

수혜자의 ID 번호

Your DSHS Cash or Food Benefits
DSHS 현금보조금
TANF, 난민 보조금, ABD 보조금, 전환금
목적
DSHS 는 정부지원프로그램 수급 자격이 증명된 저소득
거주자에게 현금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본 혜택은기본생활비지출을지원합니다(RCW 74.04.770).
TANF 현금보조금은 귀하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귀하의 TANF
보조금을 아동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CW 74.12.260).

합법적 사용의 예
귀하의 현금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연료비
식품비
교통비






피복비
주택관리비
개인 위생비
직업 용도의 지출비

불법적 사용의 예
RCW 74.08.580 에 따라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 또는 이 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다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박. 도박에는 복권 티켓, 풀 탭(pull tabs), 펀치






보드(punch boards), 빙고, 경마, 카지노 게임 및 RCW
9.46, 67.16 과 67.70 에 기술된 대로 기타 사행성
게임들이 포함됩니다.
문신, 바디 피어싱 또는 바디 아트 시술소를 통한
서비스 구매
엽궐련 또는 담배 제품 구매
주류 제품 구매
다음의 장소에서 구매한 품목이나 받은 서비스:
o 술집
o SNAP 또는 WIC 소매점으로 승인되지 않은 맥주
또는 와인 가게
o 나이트클럽
o 보석금 보증 기관
o 도박 시설
o 성적 흥행의 성인 오락 시설
o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모든 장소
 예: 마리화나 및/또는 마리화나 기반 제품을
판매하는 마리화나 소매점

YOUR DSHS CASH OR FOO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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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S 식품 혜택
목적
DSHS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본 식품(Basic Food.)

합법 이민자를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 (FAP).

워싱턴주 병합신청프로젝트(WASHCAP).

전환 식품 지원(TFA).
이 프로그램들은 전자 이체(EBT) 식품 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합법적 사용의 예
귀하 및 귀 가족은 미농무부, 식품영양 서비스부(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에서 승인한 소매점에서
식품 카드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빵 및 시리얼
 과일 및 야채
 치즈, 우유 및 기타 유제품
 육류, 어류, 가금류 및 달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 외 거의 모든 식품
 식량을 생산하는 씨앗 및 모종
불법적 사용의 예
다음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유자격 가족 구성원을 위한 식품 구입 이외의
용도로 식품혜택 사용



EBT 카드의 판매 또는 판매 시도



식품 혜택 또는 EBT 카드로 구입한 식품을 다른
유가물로 교환(예: 불법 밀매)
불법 밀매에는 식품 혜택을 현금, 약물, 무기로
교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본인의 식품 혜택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에게
양도하는 행위



식품 혜택으로 식품이 아닌 항목을 구입하는 행위.
예를 들면 엽궐련, 담배제품, 맥주, 와인, 주류,
가사도구, 비누, 종이제품, 비타민, 약 또는 애완동물
사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크레딧 어카운트 지불을 위해 식품 혜택 사용

DSHS 현금보조금
TANF, 난민 보조금, PWA, ABD 현금, 전환금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
EBT

카드

또는

이

카드로

인출한

DSHS 식품 지원
비합법적 사용에 대한 처벌

현금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식품지원금을 고의적으로 오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보조금을 관리할 보호 수취인을 배정함.

 부정거래한 모든 혜택을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위해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함.
 현금보조금 지급을 종료함.
 형사 기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함.
EBT 현금
수수료

인출을

위한

현금자동인출기(ATM)

ATM 에서 EBT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ATM 소유주 또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부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보건사회부에서 ATM 부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음.

o

최소한 1 년

o

평생까지

o

수혜자격 상실 처분은 다른 주로
이주하더라도 유효함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예: 형사 기소)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DSHS 는 주, 지역 및 연방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식품지원 또는 혜택 밀매 행위를
기소하거나 고발할 것입니다.

 현금 인출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일부 매점도
있음.
본인은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DSHS 보조금 및 식품 혜택의 적절하고 합법적인 사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경우, DSHS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프로그램상의 또는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EBT 카드 사용 내역과 사용 장소가 DSHS 에 모두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DSHS 에서 이 정보와 본인의 카드 교체 요청 내역을 사용해 본인의 현금보조금 또는 식품혜택 오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날짜

서명 거부, DSHS 담당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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