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와 가족에게 도움이 됩니다.
WorkFirst



WorkFirst 서비스
일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WorkFirs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귀하의 직업 기술, 능력 및 관심사
	귀하의 분야에서 가능한 직업

WorkFirst 기회
가족을 위해 구직을 원하십니까? 
WorkFirst는 자녀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직 지원
	훈련 및 교육
	직무 경험 프로그램
	교통수단 및 보육과 같은 

직무 관련 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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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월 $569.00*

봉급복지 혜택

매월 $1,992.00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시간 당  $11.50)**

* 가족 구성원이 3명인 가족에게 TANF 지급 
** 2018년 7월자 주 최소 급여를 기준

일을 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봉급을 받으면 가족을 위해 더  
많은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족에 집중된 종합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일자리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서비스와 활동을 

식별합니다.
	귀하의 교육 및 훈련 필요성과 흥미를 탐색합니다.
	귀하의 기술과 장점을 식별합니다.
	귀하가 일하거나 구직하거나 

구직 준비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알려줍니다.

	단기 및 장기 일자리 목표를 
개발합니다.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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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지원 
귀하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 고용 서비스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직무 기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찾습니다.
	고용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입증된 면접 기법을 연습합니다.
	구인 중인 지역 내 업체를 알려줍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합하며 가장 급료가 높은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고용주와 면담할 때 자신감을 갖습니다.

WorkFirst는 귀하가 일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직하여 계속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지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귀하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현금 
지원제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리고 
싶지만 귀하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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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및 직무 향상의 기회를 얻고 더 많은 돈을 버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칩니다.
	성인 기초 교육(ABE)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과정에서 

영어, 읽기, 쓰기 및 수학 능력을 높입니다.
	전문, 기술 또는 직업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직무 기술을 

익힙니다.
	재정 지원 및 학생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학력 및 교육 기회

몇 가지 직무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얻습니다.
	직장에서 귀중한 직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
	향후 직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삶의 문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
	근무 중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귀하와 가족이 TANF(빈곤가구 임시지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고용주와 연결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직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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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일하는 동안 또는 특정한 경우 학교에 가도록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보육비의 일부분(일부 가족은 $15)만 
지불하면 됩니다.

	몇 가지 유형의 보육 기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육비

인가된 보육 기관을 찾아보시려면 Child Care Aware로 
전화하십시오.

1-800-446-1114

고용 지원
WorkFirst 지원 서비스는 일하거나 구직하거나 구직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버스 패스
	면접 및 작업복
	차량 수리
	상담
	기저귀
	교육 비용
	개인 위생
	운전 면허/수수료
	미용
	공구 및 장비
	가족 계획
	가스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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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정보
가족계획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또 다른 자녀를 나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획을 통해 재정적인 미래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병원, 약국 또는 가족 계획 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가족 계획 방법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Medical Services) 카드를 이용하여 피임 처방약, 

비상 피임 및 일부 비처방 방법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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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Washington Healthplanfinder
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55-923-4633
	온라인 신청: www.wahealthplanfinder.org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DSHS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소

(CSO)에 보냅니다.

건강보험 혜택



자녀 양육비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독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복, 음식 및 기타 중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질문이 있으면 지원 시행 담당자(Support Enforcement Officer)에게 
문의하거나 다음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442-KIDS
(1-800-442-5437)

또한 가정 폭력 직통 전화(Domestic Violence Hotline)에  
1-800-799-7233로 전화하여 정보, 소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통전화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정 폭력 정보
	누군가가 귀하를 때리고 있거나 때려왔습니까?

	귀하를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사람에 대처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정기적인 WorkFirst 활동의 참여 또는 자녀 양육비 징수로 
인해 위험해지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하의 안전을 계획하고 현재의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유용한 공급원과 귀하를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직업 활동과 자녀 양육비 징수를 잠시 면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SHS 사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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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rst를 떠나십니까?
일단 WorkFirst를 떠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식품 지원(TFA)
•  귀하는 최대 5개월동안 계속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식품 지원은 귀하의 수입, 생활비 및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혜택
•  귀하가 더 이상 TANF를 받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 혜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asic Food 고용 및 교육
•  Basic Food를 받으면 구직, 구직 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 훈련, 

지역사회 서비스 취직 알선, 취직 후 지원 서비스 및 기타 고용 
기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기술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 Basic Food 고용 및 교육으로 
전환하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대학 BFET 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https://www.dshs.wa.gov/esa/community-partnership-program/
basic-food-employment-training-bfet를 방문하십시오.

HUD 주택(Housing)
•  저렴한 주택 검색 지원은 www.hud.gov를 방문하십시오.
자녀 양육비 징수
•  우리는 아직 자녀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제 귀하 

차례입니다!
보육비
•  귀하가 일하고 있다면 아직 보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어느 WorkSource 사무소든 방문하십시오.  

WorkSourceWA.com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파악하고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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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푸드 뱅크(Local Food Banks)
• 지역 접속(Local Connections)
• 지역 진료소(Local Medical Clinics)
• 자녀 양육비 및 지역 리소스
• 주택

WorkFirst 웹사이트:

워싱턴 정보 네트워크 211:

지역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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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first.wa.gov/

워싱턴 커넥션(Washington Connection)

근로소득보전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저소득 근로 가정을 위한 세금 우대 조치: EITC 웹사이트:  

www.irs.gov를 방문하여 EITC를 검색하십시오.
LIHEAP
•  냉난방비 지원 LIHEAP 웹사이트: www.commerce.wa.gov를 

방문하여 LIHEAP를 검색하십시오.

WorkFirst를 떠나십니까? 계속...

질문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CSO 또는 
컨택트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http://win211.org

http://washingtonconnection.org



메모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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