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I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WIC란 무엇인가?
eWIC 카드에 표시되는 이달과 앞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WIC 혜택.
이용하기 쉬움
•
•
•

식품 혜택은 귀하의 WIC 약속 중에 eWIC 카드에
추가됩니다.
카드는 필요한 것만 살 수 있게 합니다.

혜택은 월말에 만료되기까지 eWIC 카드에
유지됩니다.

eWIC 쇼핑

1. 지역 WIC 사무소에서 제공한 쇼핑 목록을 검토하거나
점포에서 혜택 잔고를 인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 쇼핑 목록은 이용 가능한 eWIC 카드 상의 모든 가구 식품
혜택을 표시합니다.
3. 스틱커로 표시된 승인된
WIC 소매점에서만
쇼핑하십시오.
4. 물품들을 스캔하기
전에 eWIC 카드를
사용한다고 캐시어에게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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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할 쿠폰이 있이면 캐시어에게 알려주십시오.

6. 캐시어가 귀하의 eWIC 카드를 삽입하고 4자리 PIN
번호를 입력한 후에 키패드에서 Enter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eWIC 카드는 잘못된 PIN을 일곱(7) 번 입력한
후에는 잠겨집니다. 카드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지역
WIC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안전 요령
•
•
•

PIN을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PIN을 믿는 사람하고만
공유하십시오.
PIN을 eWIC 카드에 기입하지 마십시오.
PIN을 잊거나 바꾸기를 원하면, 현지의 WIC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사기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려면, (800) 424-912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usda.gov/oig/hotline.htm을
방문하십시오.

WIC 혜택을 매
도, 매수, 교환
또는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7. WIC 승인 식품 품목들은 eWIC 카드에서 공제됩니다.

8. 품목들이 정확하게 공제되었는지 영수증을 점검한 후에
키를 눌러서 구입을 확인하십시오.
9. 비-WIC 품목을 구입하시는 경우, 캐시어가 그 품목에
대해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물을 것입니다.

10. WIC 거래가 완료되면, 카드를 빼라는 표시가 나오고
신호음이나 삐소리가 날 것입니다.
11. 캐시어는 이달의 잔고가 표시된 영수증을 건네줄
것입니다.

12. 가게를 떠날 때 eWIC 카드와 영수증을 갖고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3. 미사용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 도난 또는 손상의 경우:
즉시 지역 WIC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주 7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800) 554-2544번으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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