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 자격이 있으십니까?

채용과 훈련 지원

BFET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BFET로부터로부터  지원을지원을  받을받을  수수  있는있는  영역영역::
¡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쓰기.

¡ 면접 기술 향상.

¡ 직업생활 시작하기.

¡ 영어,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술 개선.

¡ 고등학교 졸업증에 상응하는 학위 증명서 
취득.

¡ 전문직, 공업 기술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업 기술을 습득.

¡ 타 교육기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AA 학위 또는 
증명서 취득 프로그램 수료.

다음에다음에  해당할해당할  경우경우  지원을지원을  받을받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TANF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 소득액이 아래 가이드라인 미만인 경우.

1 구역
기본 식품 고용 및 훈련 (BFET)

효력일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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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일 경우 각 인원에 
대해 다음 금액을 더함

월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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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귀하의  장래를장래를  위한위한    
다음 단계를  
찾으십니까?

2022년 10월

기본 식품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제공됨.

장래 무엇을 
원하십니까?
¡ 새로운 직업?
¡ 직업 훈련?
¡ 영어나 수학 기술 향상?
¡ 직무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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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금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에서 지원합니다. USDA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업체이자 제공업체 및 대출기관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정보 문의:  
www.dshs.wa.gov/BFET

대학 연결 문의:
www.sbctc.edu/paying-for-college/bfet-student.aspx

TANF/Workfirst 수혜자의 경우 반드시 자신들의 사례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함.



난민 및 이민 기관 
SPOKANE 카운티
World Relief (Spokane) .............................................................(509) 484-9829

ASOTIN 카운티 (Clarkston)

Walla Walla Community College ...........................................(509) 758-3339
WorkSource Walla Walla ...........................................................(509) 527-4393

BENTON 및 FRANKLIN 카운티
Columbia Basin College (Pasco, Richland) .........................(509) 542-4719
Columbia Industries .................................................................(509) 582-4142
WorkSource Columbia Basin ................................................. (509) 734-5930

CHELAN 및 DOUGLAS 카운티
Chelan-Douglas Community Action Council ...................(509) 662-6156
Wenatchee Valley College ......................................................(509) 682-6964

GRANT 카운티 (Moses Lake)

Big Bend Community College ............................................... (509) 834-2979 
 또는 (509) 793-2052
KITTITAS 카운티 (Ellensburg)

Yakima Valley Community College ........................................509-574-4743

KLICKITAT 카운티
People for People .......................................................................(503) 707-6929

Yakima Valley Community College ........................................509-574-4743

OKANOGAN 카운티(Nespelem, Omak)

Colville Confederated Tribes (Nespelem) .......................... (509) 634-2730
Colville Confederated Tribes Satellite (Omak) ...................... (509) 422-7474 
Wenatchee Valley College (Omak) ................................... (509) 682-6806 x8
WorkSource Okanogan ............................................................(509) 826-7310

SPOKANE 카운티
Career Path Services .................................................................. (509) 343-1310
Next Generation Zone* ........................................................... (509) 340-7800
Resource Center of Spokane County* ................................(509) 867-8188
Spokane Falls Community College ......................................(509) 533-3307
WorkSource Spokane ................................................................ (509) 532-3120

STEVENS AND FERRY 카운티 (Colville)

Confederated Tribes of the Colville Reservation ........... (509) 634-2730
Spokane Falls Community College ......................................(509) 533-3307
WorkSource Colville .................................................................. (509) 685-6158

WALLA WALLA 카운티
Walla Walla Community College ...........................................(509) 758-3339
WorkSource Walla Walla ...........................................................(509) 527-4393

BFET에 추가로 귀하는 Employment 
Pipeline(고용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파이프라인은 DSHS 커뮤니티 서비스 부문 내에서 제공하는  
자발적인 고용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EP 내비게이터들은 지역 시스템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들이 지역 인력 개발 시스템을 탐색하고 장애물  
해결, 12개월 고용 유지 서비스 등 더 나은 고용 및 훈련 기회와  
필요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P는 Spokane, King 카운티, 
Snohomish, Olympic, Pacific Mountain, Tacoma-Pierce 카운티, 
Yakima 카운티, 및 Southwest Washington의 인력 개발 지역에 
내비게이터들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 파이프라인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지역 내 EP Navigator에 이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이메일: R1EPNavigators@dshs.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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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MAN 카운티
Spokane Falls Community College ......................................(509) 533-3307

YAKIMA 카운티
People for People ...................................................................... (509) 248-6727
Rod’s House .................................................................................. (509) 895-2665
WorkSource (Sunnyside) .......................................................... (509) 836-5405
WorkSource (Union Gap) ............................................................(509) 574-0105
Yakama Nation TERO ..................................................................(509) 314-6701
Yakima Valley Community College
(Grandview, Sunnyside, Toppenish, and Yakima) ...............(509) 574-4743

주 전역
Code Fellows ................................................................................(206) 681-9318

* Spokane Workforce Council(인력 위원회) 하도급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