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c 수표
WIC 아이디 번호

식품 제공 대상자 또는 가족
이름.

“유효기간 시작일(Not Good
Before)” 날짜는 해당 수표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
짜입니다.
“유효기간 종료일(Not
Good After)” 날짜는 해
당 수표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입
니다.
“실지급액(Pay
Exactly)” 박스는
가맹점에서 수
표에 총 물품 구
입가를 기입하
는 부분입니다.

가입자가 반드시 이 수표로 구입해야 하는
식품. NYS WIC 허용 식품 카드를 사용하여
정확한 식품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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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달러 금액이 “실지급액”
박스에 기입된 후에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로 서명하는 행.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
크로 날짜를 기재하는 행. 정확한 달러 금액이
“실지급액” 상자에 기재된 후에 유효기간 시
작일/유효기간 종료일(Not Good Before/Not
Good After) 상자에 기재되는 날짜
와 같은 형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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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팁

1.

쇼핑하기 전 준비 사항:
• WIC 아이디 카드.
• WIC 프로그램 허용 식품 카드.
• 유효하며 서명되지 않은 WIC 수표.

2.

쇼핑 중:
• 수표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을 주의해서 확인하십
시오.
• WIC 프로그램 허용 식품 카드를 이용하여 수표에 있
는 WIC 승인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 WIC 수표는 여러분이 받는 각 상품의 수량(1 컨테이너)
및 크기(64온스)를 알려 줍니다.

3.

체크아웃 전:
• 각 수표에 열거된 모든 식품을 받으십시오.

4.

쇼핑 중:
• 급행줄, 현금 전용줄, 또는 셀프 체크아웃줄을 이용하
지 마십시오.
• WIC 물품들을 수표별로 모아서 체크아웃 카운터에 올
리십시오.
• 이들 물품들의 각 모음별로 그 위에 서명되지 않은 해
당 WIC 수표를 올리십시오.
• 계산원에게 WIC 수표를 이용하겠다고 말하십시오.
• 절대로 WIC 수표에 미리 서명하지 마십시오.
• 계산원이 총 비용을 실지급액 상자에 기입한 후
에 해당 수표에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 수표에 일/월/년 형식(예: 04/12/2015)
으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날짜 형
식(예: 4/12/15, 04/12/15)을 사용해도 됩니다.
• 단어로 월을 기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
다(예: 4월 12, 2015).
• 가입자나 대리인이 수표에 날짜를 잘못 기재
했을 경우, 해당 가입자/대리인 본인이 해
당 날짜에 취소선을 긋고, 이니셜을 적은 다
음 잘못 기재한 부분 위에 정확한 날짜를 기
입해야 합니다.
• 날짜 스탬프는 수표에 “날짜를 기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원이 총액을 수표에 기입할
때까지 WIC 수표에 서명 및 날짜
기입을 하지 마십시오.

준비됐나요? 출발할까요? 쇼핑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