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를 통해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증명서는 만료되지는 않지만 일부 혜택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증명서 중간에 혜택 시작 날짜가 굵은체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증명서를 꼭 보관하십시오!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돈
의료보험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혜택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교육

취업
주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00-307-4712로 전화하여 케이스 매니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케이스 매니저가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혜택을 발급하는 현지 기관을 방문합니다.

사무실 또는 기관에 방문할 때 다음을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원본(필수 사항)
• 사회보장번호(소셜시큐리티번호) 카드(필수 사항)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않았다면 ssa.gov/locator에 방문하거나  
1-800-772-1213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사회보장국(SSA) 사무실을 찾으십시오.

• 일을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증명서(필수 사항)
• 여권 원본 또는 출생증명서(권장 사항)
• 해당된다면 자동차 소유 증명서류, 주택 소유 증명서류, 보육 증명서류 및
최근 은행내역서 또는 임대계약서(권장 사항)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공공 혜택에 지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혜택을 
발급하는 기관은 귀하의 HHS 증명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혜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증명서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기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관리자 
(슈퍼바이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T비자를 소유한 극심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공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ttps://www.ssa.gov/locator/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

돈

의료보험 및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주택

고등 교육

취업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대부분의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을 사는 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 생활보조금(SSI): 시각 장애인(맹인), 노인 또는 장애인, 저소득층 사람들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을 위한 일시적 지원(TANF): 18세 미만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현금 혹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

• 난민 현금 지원(RCA): SSI 혹은 TANF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난민 및 특수 인구층을 위한
일시적인 현금 지원. *RCA는 혜택 시작 날짜 기준 8개월 동안만 지원 가능합니다.

• Medicaid(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 난민 의료 지원(RMA): Medicaid(메디케이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난민 및 특수
인구층을 위한 일시적인 의료 지원. *RMA는 혜택 시작 날짜 기준 8개월 동안만 지원 
가능합니다.

•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P):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 없는 18세 미만을 위한 의료보험

• 난민 재정착 담당부서(ORR) 건강검사: 건강검사, 진단, 치료 및 예방치료

• 약물 남용 및 정신보건청(SAMHSA):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도움

• 타이틀 IV(고등교육법 4장)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제도(FAFSA): 보조금, 대출, 워크스터디 등
교육비 지급에 대한 지원

• 직업 훈련 프로그램: 16세~24세 청년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 난민 지원 서비스: 영어 교육, 직업 훈련, 취업 및 직업유지를 포함한 서비스

• 매칭 보조금 프로그램: 난민 및 그 외 ORR 지원조건을 갖춘 인구층이 장벽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공공 주택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 공급

•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렌트를 돕기 위한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

증명서 및 혜택에 관한 질문
인신매매 피해자 전문가 사무실

현지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응급 서비스
인신매매 신고 및 상담 전화

1-866-401-5510
Trafficking@acf.hhs.gov

1-800-307-4712
traffickingvictims@uscridc.org

문자 2337331-888-373-7888

실시간 채팅(인터넷 대화) humantraffickinghotline.org/chat

https://www.fns.usda.gov/snap/recipient/eligibility
https://www.ssa.gov/benefits/ssi/
https://www.acf.hhs.gov/ofa/programs/tanf
https://www.acf.hhs.gov/orr/programs/refugees/cma
https://www.medicaid.gov/medicaid/index.html
https://www.acf.hhs.gov/orr/programs/refugees/cma
https://www.medicaid.gov/chip/index.html
https://www.acf.hhs.gov/orr/resource/medical-screening-protocol-for-newly-arriving-refugees
https://www.samhsa.gov/
https://studentaid.gov/about
https://www.jobcorps.gov/
https://www.acf.hhs.gov/orr/refugee-support-services
https://www.acf.hhs.gov/orr/programs/matching-grants
https://www.hud.gov/topics/rental_assistance/phprog
https://www.hud.gov/topics/housing_choice_voucher_program_section_8
https://humantraffickinghotline.org/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