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연장 면제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DSHS)는 2020 년 4 월 23 일자로 자격 심사가 4 월 또는 5 월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인증 기간을 2020 년 10 월 및 

11 월로 6 개월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ABD) 및 주거 필수 

요건(HEN); 노동 가족 지원(WFS); 및 모든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 월 및 5 월의 중간 인증 심사 요건 역시 

면제할 예정이며, 가구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혜택은 인증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언제 시작됩니까?    

2020 년 4 월 23 일 

 

이는 어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칩니까?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또는 TANF;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 또는 ABD, 및 주거 필수 요건, 또는 HEN; 노동 가족 지원, 또는 

WFS; 및 모든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6 월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USDA FNS(식품 영양 서비스)는 오직 4 월 및 5 월 연장만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월 연장이 추가적으로 승인되면, 추가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DSHS 는 2020 년 4 월 23 일 이전의 자격 및 중간 인증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DSHS 는 2020 년 4 월 23 일까지 정상적인 처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0 년 4 월 23 일 이전에 심사를 완료하면 어떻게됩니까?  

2020 년 4 월 23 일 이전에 자격 심사를 완료한 경우 이미 12 개월 동안 혜택이 재인증되기 때문에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년 4 월 23 일 이전에 중간 인증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정상적인 인증 기간이 계속되므로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년 4 월 23 일 전에 자격 심사를 보냈으나 인터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됩니까?  

보건복지부는 추가 6 개월 동안 귀하의 사례를 자동으로 재인증하며, 변경 사항은 본 부서의 일반적인 상황 변경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됩니다. 변경으로 인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될 것입니다. 변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혜택이 증가하나 검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 년 4 월 23 일 이전에 자격 심사를 마쳤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보류 중이지만, 아직 정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는 추가 6 개월 동안 귀하의 사례를 자동으로 재인증하며, 귀하의 보류 중인 자격 심사를 상황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변경으로 

인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될 것입니다. 변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혜택이 증가하나 검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 년 4 월 22 일 이후에 제가 4 월 자격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지 않는 한 자격 심사는 상황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상황 변경으로 처리되고 변경으로 인해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될 것입니다. 변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혜택이 증가하나 검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월에 예정된 자격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해지 통지서를 받게 됩니까?  

아니요, 4 월이나 5 월에는 해지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2020 년 5 월 자격 심사를 상기시키는 편지를 받게 됩니까?  

아니요, 편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