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캐롤라이나 주 보건후생부  
사회복지과  

면담 일정 통지서  
만기일 통지  

 
 
이름:          날짜:       
주소:          카운티 케이스 번호:     
      
      
  
수신:        
 
귀하의 가구 구성원이 자격 재인증(및 재면접)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가구가 _____________________ 이후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시에/사이에 면접을 위해 전화하십시오.  
    면접을 위한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을(를) 위한 전화 면접일은 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담당자가 전화할 것입니다.  
 

   � 면접을 위해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사무소로 __________________일,  _____________________시에/사이에 방문하십시오.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중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급여, 소득     은행 입출금 내역서  사회보장, SSI, VA 수입  
기타 모든 수입     재산세/보험금   월세/주택 비용  
탁아비      양육비 지출/수령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인증 서류는 _______________까지 작성되어야 하며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면접을 해야 합니다. 상기 날짜 이후에 
재인증을 받는 경우, 귀하의 혜택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나이, 건강, 근로 시간 또는 기타 사유로 면접을 받으러 내방할 수 
없고 본인을 대신하여 방문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________________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재인증 양식을 우편이나 내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구가 중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인증 과정의 절차들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정된 약속 날짜를 놓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약속 일정을 잡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혜택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인증을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경우, 귀하의 수당은 비례 배분됩니다. (매달 받는 수령액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 귀하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확인서류 제출은 면접일 기준으로 최소 10일이 주어집니다. 확인 과정이 끝나면, 귀하의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혜택과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심리를 
요청하십시오.  
 
 
담당 사회복지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복지사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Al reverso se encuentra este formulario en español.  
 

“연방법 및 미국 농무부(USDA) 및 미국 보건후생부(HHS)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원국적, 성별, 나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법 및 USDA 정책에 따라 종교 및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 사항은 USDA 또는 HHS로 문의하십시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800) 795-3272(음성) 또는 (202) 720-6382(TTY)로 신고하십시오. HHS, Director, 
Office for Civil Rights, Room 506-F,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202) 619-0403 
(음성) 또는 (202) 619-3257 (TTY)로 신고하십시오. USDA와 HHS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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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족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