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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정보

다국어 정보

스페인어로 된 공공 정보 자료는 www.segurosocial.go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에 관한 아랍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정보 자료는 다국어 정보 페이지  www.ssa.gov/multilanguag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정보
업데이트 간행물 번호. 05-10003-KOR

혜택을 이해하기 간행물 번호. 05-10024-KOR

Social Security 번호와 카드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 양식 SS-5-INST-KOR

사회 보장 번호와 사회 보장 카드 간행물 번호. 05-10002-KOR

비시민권자의 사회보장 번호 간행물 번호. 05-10096-KOR

장애
SSA-827 작성 지침 양식 SSA-827-INST-KOR

장애 자녀를 위한 혜택 간행물 번호. 05-10026-KOR

장애 혜택 간행물 번호. 05-10029-KOR

당신이 여전히 비활성화되어있는 경우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 간행물 번호. 05-10053-KOR

귀하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간행물 번호. 05-10058-KOR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비시민권자를 위한 생활 보조금(SSI, 영문 약자)  간행물 번호. 05-11051-KOR

Medicare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비용 추가 지원 신 청서 작성을 위한 일반 지시사항 양식 SSA-1020-INST-KOR

기타
Social Security 용어집

SSA.gov

https://www.facebook.com/socialsecurity/
https://twitter.com/socialsecurity
https://www.instagram.com/socialsecurity/
https://www.youtube.com/user/SocialSecurityOnline
https://www.linkedin.com/company/ssa
http://www.segurosocial.gov
http://www.ssa.gov/multilanguage
https://www.ssa.gov/pubs/KOR-05-10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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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은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국은 Social Security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전화로 상담할 때나 Social Security 사무소 방문 시에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수신자 부담 전화 1-800-772-1213번으로 전화주십시오.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7을 누르고 스페인어 담당자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른 모든 언어의 경우, 영어 음성 
자동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담당자가 응답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가 통역사에게 연락하여 
전화 통화를 도와드립니다. 전화로 업무를 모두 끝내지 못한 경우, 사회보장국은 지역 Social Security 사무소 
방문 약속을 잡아드리며, 방문 시 통역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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