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사용 전용

 가구 소득 선언서

군 서비스 지역 양식 998‐B2

가구 정보

가구 소득 목록(현재 해당 서비스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 목록, 수입 상황 관련 없음. 불로소득은

배우자/파트너, SSI/SSD, 복리후생, 미취업, 학비 보조금, 임대 소득, 이자, 배당금, 현금 및/또는 선물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 선언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이 본 선언서에 서명해야 함)
I, 나는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상기 표시된 지원 수혜자가 상기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사실이 아닐 경
우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명 관계 서명 

1. 세대주

2. 

3. 

4. 

5. 

6. 

7. 

8. 

수취 일자 및 시간 수취인 완성 여부 

가구 소득 가이드라인
2019년 1월 11일부로 발효

가구 내 구성원

수(택1) 1 2 3 4 5 6 7 8 
각

추가

인원 
최대 가구

총소득

$25,520 $34,480 $43,440 $52,400 $61,360 $70,320 $79,280 $88,240 $8,960 

현 가구 구성원(성, 이름) 관계 나이 취업 여부 취업 소득

(월간)
불로 소득

(월간)

1. 세대주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연합 고용 및 불로소득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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