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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직업 및 가족 서비스부  

현현금금,,  음음식식,,  의의료료  지지원원  요요청청  
 

 

사무용 - 다음 신청서의 작성 이후 약속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약일:       예약시간:       
 

지지원원  프프로로그그램램  신신청청방방법법  신청 절차: 
1. 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지역 카운티 직업, 가족 서비스부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면접을 보십니다. 
4. 다음 페이지에 기재한 설명과 같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신청청서서  작작성성  지지원원처처 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본 부서에서 면접시에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2. 장애자, 청각 혹은 시각 장애자의 경우:  본 신청서 작성과 면접에 관한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3. 기타 :   변경사항의 보고의 경우나 의문사항 등 
 

신신청청서서  작작성성  방방법법   1. 본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에 최대한 많이 답변을 작성하십니다. 귀하의 지역 

CDJFS와의 연락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없을 경우: 이름, 주소, 서명과 함께 신청서 1페이지를 

작성하신 후 귀하의 지역 CDJFS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오늘 자격과 관련하여 지원 

사항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신청서를 집에서 다 작성하신 이후 귀하의 CDJFS 

사무실로 제출하십니다.  

3.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 작성의 도움을 다른 이로부터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공식 대리인이 되십니다. 도움을 제공하실 경우 신청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청청서서  접접수수 1. 귀하의 지역 CDJFS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office: 이 이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카운티마다 영업시간을 달리합니다.  
카운티 사무소의 검색을 위하여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jfs.ohio.gov/County/County_Directory.pdf  

 

면면접접  방방법법 1. 면접 장소에 도착하십니다: 본 면접시에 남은 신청서 절차를 마치시게 됩니다. 이때 

또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됩니다.  

2. 면접 일정에 맞출 수 없을 경우: 귀하의 지역 CDJFS에 연락하여 면접 일자를 다시 

잡습니다. 본 신청서의 제출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연락이 없을 경우 지원 제공이 

거부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게 됩니다. 질병 혹은 교통수단의 

문제 등과 같은 곤란 등으로 하여 면접에 오실 수 없을 경우 방문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  기기록록상상을을  위위해해  본본  페페이이지지를를  보보관관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Please 

sign here…Please 

sign here…Please 

sign here…Please 

sign here…

Please rea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Do you understand your rights? Yes orNo
Sign Here too::________

Please rea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Do you understand your rights? Yes orNo
Sign Here too::________

Application for Cash, 
Food Stamp, and 

Medical Assistance

List information about 
you and your family.

Sign Here:

________

Application for Cash, 
Food Stamp, and 

Medical Assistance

List information about 
you and your family.

Sign Here:

________Information about Cash, 

Food Stamps, and Medical 

Assistance.

Do you have any questions?

If not, complete the attached 

application.

Sign Here _____

Date _________________

Information about Cash, 

Food Stamps, and Medical 

Assistance.

Do you have any questions?

If not, complete the attached 

application.

Sign Here _____

Date _________________

Please rea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Do you understand your rights? Yes orNo
Sign Here too::________

Please read y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Do you understand your rights? Yes orNo
Sign Here too::________

Application for Cash, 
Food Stamp, and 

Medical Assistance

List information about 
you and your family.

Sign Here:

________

Application for Cash, 
Food Stamp, and 

Medical Assistance

List information about 
you and your family.

Sign Here:

________Information about Cash, 

Food Stamps, and Medical 

Assistance.

Do you have any questions?

If not, complete the attached 

application.

Sign Here _____

Date _________________

Information about Cash, 

Food Stamps, and Medical 

Assistance.

Do you have any questions?

If not, complete the attached 

application.

Sign Here _____

Date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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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확인인  유유형형  
다음 표는 각 신청 프로그램에서 요청되는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지역 CDJFS에 연락하시여 증빙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전체 제출하실 수 없을 경우 면접에 오셔서 도움을 전해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시며 외국인 비상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의 경우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의 증빙서류나 
사회보장 번호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귀하의 식품 지원금이 추가되어지게 됩니다: 자녀/부양 관리, 동거 중이지 않은 
자녀 양육비 지불, 주택, 전기/가스/수도비, 장애인 및 60세 이상의 이를 위한 의료비(처방약 포함)  

  
현금 보조비 

 식품 보조비 

의료 지원금 
가족, 자녀 

의료 지원금 
노인, 시각 
장애인, 장애인    

사회보장번호 신청 증명서(아직 받지 않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혹은 기타 INS 문서      
미국 시민의 경우 미국 시민 증명서     
소득 및 기타 소득원(급여 명세서, 세금 기록, 지급 서한, 자녀 양육비)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당좌, 신용 조합, 보통 예금)     
차량 소유권 증서 (차, 트럭, 오토바이, 보트, 레저용 자동차)     
증권/채권, 예금 증서, 생명보험, 신탁, 연금의 현가 증서     
 신분 증명서     
자녀/부양 관리비 증서     
동거 중이지 않은 자녀 양육비 증서     
주택, 전기/가스/수도비 증서     
장애인 및 60세 이상의 이를 위한 의료비(처방약 포함)      
의료보험 증서     
 

보보조조금금  수수령령  시시기기 현금 및 식품 보조비: 현금 및/혹은 식품 보조비 프로그램은 서명 일자가 담긴 신청서를 
받은 날을 중심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자격은 기 신청서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의료 지원금: 현금 및/혹은 식품 보조비 프로그램은 서명 일자가 담긴 신청서를 받은 날을 
중심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자격은 장애의 경우인 90일 이내를 제외하고 
30일 이내로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서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전동안의 의료 
지원비를 고려합니다. 

 

즉즉시시로로  

식식품품을을  

요요하하는는  경경우우 

식품 보조비가 당장 필요하고 현재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식품 보조비가 보다 빨리 
제공될 수 있는 자격의 결정을 위하여 신청서 1, 2  페이지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요.  

 

반반드드시시    

시시민민권권자자이이어어야야  

하하는는가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여 가족의 보조비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민자들이 현금, 식품, 의료지원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비상 의료 지원비가 이민 신분에 따르지 않고 제공되게 
됩니다. 

 

기기타타  보보조조  서서비비스스 다음과 같은 기타 서비스의 자격에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관리 보조비, 태아 관리, 
주택비, 직업 기술, 구직 보조. 별도의 신청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관하여 

사례별 사회복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관리비에 대한 지원 요청은 자녀 관리 

신청서를 위해 지역 CDJF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록록상상을을  위위해해  본본  페페이이지지를를  보보관관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JFS 07200 –KOR (Rev. 12/2012) Page 1 of 4 

현현금금,,  음음식식,,  의의료료  지지원원  요요청청  
11..  유유권권자자  등등록록  신신청청서서  첨첨부부--지지원원  제제공공  가가능능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투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오늘 이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네, 투표에 관한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투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자에 모두 표기를 하지 않으신 경우 투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22..  신신상상  정정보보  ((신신청청자자)) 
신청자 자신 혹은 신청 대리인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수령일:   

신청번호:   

사례 번호:   

긴급 식품 지원비:   네   아니요 

PRC 요청:                네   아니요 

자녀 관리 요청:  네   아니요 

이름 중간 이름 이니셜 

성 

장애 여부: 다음 서비스를 필요로 하십니까?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통역자 
 수화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귀하 혹은 동거 중인 이로서 현금, 식품 혹은 의료 지원비를 배급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니요 
네로 답하신 경우 해당인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도시/카운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연연락락처처 
신청자 자신 혹은 신청 대리인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무주택인의 경우 체크하시요 

도시  카운티  주  우편 번호  

전화 

(           ) 

전화 연락 시간 그외 전화 

(           ) 

E-mail  

우편 주소 (상기와 다를 경우): 
주소 

도시 카운티  주  우편 번호  

44..  작작성성자자가가  대대리리인인인인  경경우우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청서 작성 절차를 돕는 이를 뜻합니다. 본 신청서를 대리로서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칸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중간 이름 

이니셜 
성 

주소 

도시  카운티  주  우편 번호  

전화 

(           ) 

전화 연락 시간 그외 전화 

(           ) 

E-mail  

55..  서서명명란란 
신청자 혹은 대리인의 서명  활자체 이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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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긴긴급급  식식품품  보보조조비비  요요청청 
식품 보조비 혜택안을 보다 빨리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위한  해당란이 됩니다.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이들과 함께 음식을 구매, 요리, 식사하고 

계십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함께 음식을 구매, 요리, 식사하고 있는 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월 총 소득(세금 공제전)은 $150 미만에 해당됩니까?  네       아니요 

현재 달의 세금 공제후의 총 순소득 및 주택비, 자녀/부양 관리비 혹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지불비가 0에 해당됩니까?  네       아니요 

현금, 당좌, 보통 예금 계정의 총 잔고액은 $100 미만에 해당됩니까?  네       아니요 

월 임대료나 모기지 및 수도/전기/가스비/전화요금은 세금 공제전 총 월 소득의 이상에 

해당됩니까?  네       아니요 

계절 (농장) 근로자입니까?  네       아니요 
 

77..  주주택택내내  거거주주인인  정정보보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함께 거주하는 이들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란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의 
작성된 기록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 번호: 외국인 비상 의료 지원비의 신청자를 제외한 현금, 음식 혹은 의료 보조비를 신청하는 이에 
해당하는 것만의 사회 보장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 현금, 음식 혹은 의료 보조비를 신청하는 이에 해당하는 이의 경우 미국 시민의 여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귀하의 가구에서 음식 지원비만을 신청하실 경우 성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종: 1964년 민권 조항 6장에 따른 인종(히스패닉 혹은 라틴계)에 관한 질문이 가능하며 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결정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귀하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복지사가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것입니다. 

이름 

귀하와의 관계 
(배우자, 아들, 

친구 등)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 혹은 
여 

미국 

시민 
네 혹은 
아니요
로 
답변하
여 
주십시
요 인종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 
네 혹은 
아니요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본인 

      

        

        

        

        

기혼 여부   네   아니요 배우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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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주택택내내  거거주주인인  정정보보((계계속속))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라고 답하신 경우 다음의 질문사항에 답하여 주시고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 8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본 해당인은 장애 혜택안을 수령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라고 답하신 경우 제공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해당인은 장애로 하여 요리를 할 수 없습니까?  네   아니요 

위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하신 경우 본 해당인은 다른 거주자로부터 별도로 식품 지원비를 받고자 

하십니까?  네   아니요 

 
 

88..  현현금금  상상황황 
귀하 혹은 기타 거주자는 이번달에 수입금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수입금은 귀하 및 기타 거주인들이 받게 되는 직장, 자녀/배우자/의료 지원비, 장애 혜택금, 근로자 보상금, 사회 보장, 
SSI, 퇴역군인 혜택금과 같은 수입을 뜻합니다.  

네라고 답하신 경우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요. 

 이름 수입 유형 
수입 금액 

(세금 공제전) 
수령 회수 

(주간, 격주 등) 최종 수령일 
     

     

 
귀하 및 기타 거주자는 얼마의 현금, 당좌, 보통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까?(은행 계정, 연금, 증권 혹은 채권) 

총 최상 추정 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60일 이내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은 이가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라고 답한 경우 해당인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자 중 직장 파업에 해당되는 이가 있습니까?   네  아니요 
네라고 답한 경우 해당인의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9..  생생활활비비  

귀하 및 기타 거주인은 어떠한 종류의 비용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란 모두 체크. 각 비용의 금액을 기재하시요. 

  자녀 혹은 부양자의 탁아소비 
월별 추정액:  $ ___________________ 
자녀 양육비의 지원금을 위하여 귀하의 지역 CDJFS에서 자녀 양육비 신청서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배우자/의료 지원금 
월별 추정액:  $ 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혹은 작성을 대신하는 신청인은 임신 중입니까? 현금 혹은 의료 지원비에 신청한 경우만 답변하시요. 
 네   아니요 If yes, wh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혹은 작성을 대신하는 신청인은 양로원/ 자택 치료를 필요로 합니까? 
 네   아니요  

네라고 답한 경우 해당인의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선호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구두: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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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혹은 60세 이상의 이에 대한 의료비병원비, 처방전비, 의료보험비 및 기타 의료서비스 비용을 포함합니다. 
위의 체크상자에 기재하신 의료 지원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월별 추정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 

  임대료 / 모기지액 
월별 추정액:  $ ______________________ 

주택 사용 요금– 아래에서 지불 요금 부분을 체크하십시요.  전기  
난방 및/혹은 냉방비를 지불하십니까? 

 네   아니요 
 가스 
 전화 
 쓰레기 

 수도  
 하수 
 기타 

  1100..  작작성성자자  서서명명 

본 신청서의 서명과 함께 
• 본 양식서의 질문에 대하여 이해하며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건으로서 지원비를 신청한 각 거주인의 시민권 혹은 
외국인 신분에 관한 점을 포함한 전체 답변 기재사항은 아는 범위내에서의 사실만을 기록한 것을 보증합니다. 

•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건으로서 연금 및 본인을 비롯한 혹은 배우자가 관여된 기타 유사한 금융 계획안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바이며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  CDJFS는 지원금에 대한 자격 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련한 증거를 위하여 해당인 및 조직체에 연락하는 것을 
인지하는 바이며 이를 허락하는 바입니다. 

• 신청서의 서명과 함께 오하이오 워크스 퍼스트를 수령함에 오하이오 워크스 퍼스트 유자격 기간 중 지원 그룹에서 
본인 및/혹은 미성년자에 지불할 자녀/배우자 지원금에 대한 권한을 오하이오주에 할당하는 것을 인지하는 바입니다. 

• 신청서의 서명과 함께 메디케이드를 수령함에 메디케이드 유자격 기간 중 지원 그룹에서 본인 및/혹은 미성년자에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제 3자에 의한 의료비 보조를 위한 의료지원비 및 지불에 대한 권한을 오하이오주에 
할당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는 바입니다. 

• 친자 성립 혹은 부양 명령의 성립 혹은 시행에 있어 자녀 부양 시행 기관과 협조가 요청될 수 있음에 인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요청시 저를 대신하여 본 기관에 소개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요청이 없을시 JFS 
07076 “자녀 부양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녀 부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는 바입니다. 

• 일부의 경우 CDJFS가 본인의 자격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해당자를 막론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허하는 바입니다. 

신청자 혹은 대리인의 서명 대리인의 경우 신청자와의 관계 일자 
   

 
1111..    신신청청서서  작작성성  이이후후 

귀하의 지역 카운티 직업 및 가족 서비스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카운티 사무소의 검색을 위하여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http://jfs.ohio.gov/County/County_Directory.pdf 
 

 
 
신신청청자자의의  민민권권  사사항항 

연방법, 미 농학부 방침, 보건 및 인문 서비스부, 오하이오 직업 및 가족 서비스부, 지역 카운티 직업 및 가족 서비스부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에 따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식 및 영양 조항 및 USDA 방침하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관한 불평 보고를 위하여 USDA, HHS, ODJFS로 제출 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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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전화: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uilding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202) 720-5964 (음성 및 
청각장애자용 전기통신) 

제출 / 전화: 
HHS 
Region V, Office of Civil Rights 
233 N. Michigan Ave., Suite 240 
Chicago, Illinois 60601 
(312) 886-2359 (음성) 
(312) 353-5693 (TDD) 
(312) 886-1807 (fax) 

제출 / 전화: 
ODJFS 
Bureau of Civil Rights 
30 E. Broad St., 30th Floor 
Columbus, OH 43215 
(614) 644-2703 (음성) 
1-866-227-6353 (toll free) 
(614) 752-6381 (fax) 
1-866-221-6700 (전신타자기) 

USDA, HHS, ODJFS는 동등한 기회에 관한 제공업체이자 고용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