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장비에 대한 대여 계약서,
초기 재고, 소모품 및 기기
고객 이름

SOCIAL SECURITY NUMBER

취업 목표

서비스 유형(VR 직원 전용)

(사회 보장 번호)

VRC 이름(정차체)

도구, 장비, 초기 재고 및 소모품
AT 기기

교육

운송
자영업

기타:
승인(APF) 번호

공급사 이름

송장 번호

설명(해당 시 일련 번호 포함)

$ 금액

총액

$

대여 계약서(확대 인쇄 시 뒷면 참조)

본인(DVR 고객)은 DVR 이 본 양식에 열거된 항목의 소유권을 가지며 사용을 위해 본인에게 대여했음을 이해합니다. DVR 이 기타
개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시작을 위한 품목 대여 시 해당 품목이 개인 고용 계획의 일부로 본인에게 대여되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파트너에 속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본 대여
계약에 첨부한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요청 시 즉시 물품의 반환에
동의합니다. (2) 해당 시 DVR 지침 및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고 손상, 분실 또는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WAC 388-891A-1200.
WAC 388-891A-1230 에 의거하여, DVR 이 본인에게 대여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본인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DVR 이
손실을 DSHS Office of Financial Recovery (재정 회수 사무국, OFR)에 보고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OFR 은 기존의 구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대여 물품을 복구 또는 본인에게 대여한 물품에 대한 지급 요청을 시도할 것입니다. OFR 이 물품을 회수할 수 없거나 또는 대여
물품에 대한 대금을 본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 OFR 은 형사 기소를 위해 해당 손실을 지역 카운티 검사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 차량의 경우 등록된 본인은 소유자이며 DVR 이 차량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유자인 사살에 대해 동의합니다. DVR 의 요청 시,
본인은 차량을 DVR 에 반환하고 등록된 소유자로서 차량 이름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거하는데 서명 동의합니다.
WAC 388-891A-1240 에 의거하여 본인은 고용된 경우 본인의 케이스 서비스 기록 마감 시 DVR 이 장비 또는 기타 항목의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DVR 이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서명
본인은 상기의 계약을 이해하고 조건을준수합니다.
고객/보호자 서명

날짜

VRC 의 서명

날짜

소유권 이전
VRC 의 서명

날짜

고객/보호자 서명

날짜

상기에 열거된 물품에 관한 소유권은 이로써 상기에 이름이
표시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회수
회수

VRC 의 서명

고객/보호자 서명

날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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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장비, 장치 등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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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계약서
본인(DVR 고객)은 DVR 이 본 양식에 열거된 항목의 소유권을 가지며 사용을
위해 본인에게대여되었음을 이해합니다. DVR 이 기타 개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시작을 위한 품목 대여 시 해당 품목이 개인 고용 계획의 일부로 본인에게
대여되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파트너에
속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러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본 대여 계약에 첨부한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다음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요청 시 즉시
물품의 반환에 동의합니다. (2) 해당 시 DVR 지침 및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고 손상, 분실 또는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WAC 388-891A-1200.
WAC 388-891A-1230 에 의거하여, DVR 이 본인에게 대여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본인이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DVR 이 손실을 DSHS Office of
Financial Recovery (재정 회수 사무국, OFR)에 보고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OFR 은 기존의 구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대여 물품을 복구 또는 본인에게
대여한 물품에 대한 지급 요청을 시도할 것입니다. OFR 이 물품을 회수할 수
없거나 또는 대여 물품에 대한 대금을 본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
OFR 은 형사 기소를 위해 해당 손실을 지역 카운티 검사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 차량의 경우 등록된 본인은 소유자이며 DVR 이 차량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유자인 사살에 대해 동의합니다. DVR 의 요청 시, 본인은 차량을 DVR 에
반환하고 등록된 소유자로서 차량 이름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거하는데 서명
동의합니다.
WAC 388-891A-1240 에 의거하여 본인은 고용된 경우 본인의 케이스 서비스
기록 마감 시 DVR 이 장비 또는 기타 항목의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DVR 이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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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고객을 위한
구매 장비의 소유권에 대한 비즈니스
또는 파트너의 계약
자영업 계획에 비즈니스 파트너 포함 시 사용됨.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직업 재활 부서, DVR)는 다음 항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상기 물품은 DVR 대여 계약서 양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VR 은 다른 개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에 물품을 대여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DVR 이 소유하고 개별 고용 계획의 일부로 대여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에 이해 관계가 있는
파트너에 속하지 않습니다.
에 서명함으로써, 그리고 하기에 확인된 해당자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DVR 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또는 그 때까지 상기에 열겨된 물품과 DVR 대여 계약하에 있는
물품의 비즈니스 또는 파트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고객/보호자 서명일

정자체로 작성한 이름

비즈니스 대표/파트너 서명

날짜

정자체로 작성한 이름

비즈니스 대표/파트너 서명

날짜

정자체로 작성한 이름

DSHS 19-074 KO (REV. 06/2018) Korean

4 / 4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