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EBT
2020-21 학년도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정보
1.

팬데믹 EBT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데믹 EBT 프로그램(P-EBT)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대면 교육 기관의 부재 또는 2020-21 학년도의 휴교로 인해 받지
팬
못한 식사 비용을 대체하는 식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P-EBT 자격 정보는 질문 6 ~ 11을 참조하십시오.

2.

지난 학년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019-20 학년도 P-EBT 프로그램은 원래 자격을 갖춘 취학 연령 아동들에게 2020년 3, 4, 5, 6월 동안 식품 혜택을
2
제공했습니다. 가구들은 이러한 혜택을 신청했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Quest EBT 카드에 일시불로 지급된
표준 혜택 금액을 받았습니다.
 싱턴 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20-21 학년도 휴교로 인해 아동들에게 P-EBT 혜택을
워
제공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서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심사 절차를 자동화했습니다. 이는 가구가 2020-21 P-EBT 프로그램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3.

우리 아이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EB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P-EBT 혜택을 제공하려면 주 정부는 별도의
2
P-EBT 계획을 개발하여 연방 정부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 보건 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는 현재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www.dshs.wa.gov/PEBT 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P-EBT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적 부조가 됩니까?

아니요. 공적 부조 규정은 P-EBT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P-EBT 혜택은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P-EBT 자격이 있습니까?

 . P-EBT 혜택은 추가 식품 혜택입니다. 아이들은 P-EBT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학교 또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그랩
예
앤 고(grab-and-go meal) 무료 급식을 계속 제공받거나 커뮤니티 시설에서 제공되는 COVID-19 비상 급식소에서 비상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P-EBT 자격
6.	P-EBT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NSLP: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및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BP: School Breakfast
전
Program) 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음과 같은 워싱턴 주 내 학교에 등록된 아동:

•	2020-2021 학년도 동안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휴교되거나 연속 5일 이상 수업 일수가 줄어든 학교
•	해당 아동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학교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학교
7.	
우리 아이가 무료 학교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격인증제(Community
Eligibility) 또는 Provision 2 학교에 다니는 경우 P-EBT 자격이 있습니까?

 역사회 자격인증제(Community Eligibility) 또는 Provision 2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은 아동이 다니는 학교가
지
COVID-19로 인해 대면 학습이 감소한 경우 P-EBT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8.	
이미 식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P-EBT 자격이 부여됩니까?

 품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아동은 자동으로 무료 학교 급식 자격을 부여받지만 P-EBT 혜택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식
않습니다. P-EBT 자격은 아동이 다니는 학교 및 학습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22를 참조하십시오.

9.

우리 가족은 $0의 식품 지원을 받습니다. 자동으로 P-EBT 자격이 부여됩니까?

 부 가족은 $0의 식품 혜택을 받으며 다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케이스가 열려 있습니다. $0의 식품 지원을
일
받는 가족은 무료 학교 급식에 대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아동의 학교에 연락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신청해야 합니다.

10.	
우리 아이는 홈 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P-EBT 자격이 됩니까?

 니요. P-EBT는 학교에 등록되어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만 제공되며, 학교가 문을 닫지 않았거나 수업
아
일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SLP 또는 SBP를 통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학교 급식이 제공됩니다.

11.	
우리 아이가 P-EBT 혜택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격이 되는 아동은 통지서와 더불어 이름이 기재된 P-EBT 카드를 받습니다. 통지서는 3월 말부터 유자격 아동에게
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P-EBT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학교가 계속 문을 닫거나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족은 카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2.	P-EBT 카드를 받는 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지역 식료품점의 공급 및 수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에 시차를 두도록 주
미
정부에 권장했습니다.

P-EBT 혜택 받기
13.	2020-21 학년도에 대한 P-EBT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격이 되는 가족은 이번 학년도에 대한 P-EBT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아동은
자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우편을 통해 P-EBT 카드가 가족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적격한 가족에 대한 정보는 질문
6을 참조하십시오.

14.	
새로운 P-EBT 카드는 어느 주소로 발송됩니까?

P-EBT 카드는 학교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학교에 연락하여 현재 우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재 주소로 학교 급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족 또한 학교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시스템과 학교
현
정보 시스템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EBT 혜택 받기

(계속)

15.	
혜택은 학년도 초까지 소급 적용됩니까?

 . 아동이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2020-21 학년도 초까지 소급적으로 또는 학교가 자격이 되는 달부터 2021
예
년 1월까지 P-EBT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간의 달에 대한 혜택은 2021년 3월에 발행되지만 가족은 4월 말까지
카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아동에 대한 금액은 학교 학습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월부터 학년도
말까지의 혜택은 격월로 발행됩니다.

16.	
새로운 P-EBT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P-EBT 카드와 함께 제공된 지침에 따라 안전한 개인 식별 번호(PIN)를 만드십시오. 카드를 잘 보관해 두십시오! 학교가
원격 학습 환경이 지속되거나 수업 일수가 줄어들거나 COVID-19로 인해 휴교하는 경우 카드에 더 많은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7.	P-EBT 카드를 보관해 두어야합니까?

예. 추가 혜택은 연 후반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8.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P-EBT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P-EBT 카드 교체는 EBT 공급 업체인 FIS(전화 888-328-9271)에 전화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교체 카드가 필요한
가족은 www.ebtEdge.com을 방문하거나 ebtEdge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체 P-EBT 카드를 요청하려면 학교에서
제공한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우편 번호 및 전체 주소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체 카드가 발송되기 위해서는 우편 주소가 시스템에 있는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카드를 수령할 때까지 영업일
교
기준 7 ~ 10일이 소요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주소가 EBT 공급 업체인 FIS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질문 20을 참조하십시오.

19.	
이러한 혜택을 기존의 식품 EBT 카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P-EBT 프로그램은 고유한 프로그램이며 혜택은 Quest EBT 카드의 다른 식품 또는 현금 혜택과는 별개입니다.

20.	우리 아이는 통지서 또는 P-EBT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1년 5월까지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P-EBT 컨택 센터(전화 833-518-0282)로 전화하십시오.

21.	
우리는 이 혜택이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EBT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가구는 가족에 대한 혜택을 사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P
권장합니다. 혜택은 양도될 수 없으며 선물 또는 기부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혜택을 거절하려면 카드를 파기하거나
뒷면에 표시된 주소로 카드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274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P-EBT 혜택 금액
22.	P-EBT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식사는 점심, 아침 및 간식을 포함하여 일 $6.82의 금액에 2020-21 학년도의 월 평균 18 영업일을 곱한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P-EBT 혜택 금액은 각 학생의 학습 상황에 기초하며 한 가족 내에서도 학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는 대부분의 달에 대해 대다수 학생의 학습 모델을 보고합니다. 각 학교는 고유하며 2020년 9월 이후 수 차례
학
학습 모델을 수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아동은 다른 혜택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학습 모델에
따른 다양한 혜택 수준을 보여줍니다.

학습 모델

계산

월별금액(달러)

완전 원격 학습

$6.82 x 18 x 100%

$123

$6.82 x 18 x 80%

$99

$6.82 x 18 x 60%

$74

$6.82 x 18 x 40%

$50

$6.82 x 18 x 20%

$25

대면 1일
대면 2일
대면 3일
대면 4일

23.	금액이 우리 아이의 실제 출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분의 아동을 돕기 위해 저희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주 전역 표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개별 학생의
대
출석을 모니터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보고한대로 아동 학교의 주요 학습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	P-EBT 혜택 금액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까?

 -EBT의 금액은 학교가 각 월에 대한 전체 학교의 주요 학습 모델로 보고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녀의 P-EBT
P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P-EBT 컨택 센터(전화 833-518-0282)로 전화하여 자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5.	더 많은 P-EBT 혜택이 있을 예정입니까?

 교가 대면 학습을 계속 제한하는 경우 2월부터 학년말까지에 대한 혜택이 격월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학
학년도의 팬데믹 EBT 혜택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잘 보관해 두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dshs.wa.gov/pebt를 방문하십시오.

P-EBT 컨택 센터
26.	P-EBT 관련 질문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합니까?

P-EBT 자격에 대한 모든 질문은 P-EBT 컨택 센터(전화 833-518-0282)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7.	PIN을 설정하려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합니까?

카드를 받은 가족은 888-328-9271로 전화하여 PI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8.	주소가 변경되어 P-EBT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가족은 P-EBT 컨택 센터(전화 833-518-0282)로 전화하여 주소 변경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P-EBT 혜택 사용
29.	P-EBT 혜택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무엇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P-EBT 카드를 직불 카드처럼 사용하십시오. P-EBT 혜택으로 대부분의 식료품점 및 농산물 직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Amazon 및 Walmart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EBT를 받는 모든 상점에서 P-EBT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점은 EBT를 받는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P-EBT 혜택은 SNAP EBT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BT 적격 식품은 조리 식품과
뜨거운 음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입니다. EBT 적격 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AP으로 무엇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를 방문하십시오.

30.	P-EBT는 SNAP Market Match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가족은 P-EBT를 사용하여 SNAP Market Matc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은 참여 농산물
예
직매장에서 두 배의 식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DOH SNAP Market Match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1.	P-EBT 혜택을 받으면 모두 사용해야 합니까?

 니요. 혜택은 매월 이월됩니다. P-EBT 혜택은 발행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활동으로부터 최대 274일 동안 카드에 남아
아
있습니다.
P-EBT 카드를 버리지 마십시오.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계속되는 한 이 카드에 P-EBT 혜택이 추가적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32.	P-EBT 카드에 특정 날짜까지 PIN을 설정해야 합니까?

 니요. 모든 가족이 카드를 받는 즉시 PIN을 설정하고 P-EBT 혜택을 활성화하도록 권장되지만 PIN 설정 또는 P-EBT 카드
아
활성화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33.	잔액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BT 공급 업체인 FIS에 888-328-9271(P-EBT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여 잔액을 확인하거나
www.ebtEdge.com을 방문하거나 휴대 전화에서 ebtEdg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4.	누군가가 제 혜택을 사용했습니다. 대체가 가능합니까?

 니요. 사용된 혜택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한 PIN을 선택하는
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BT 공급 업체인 FIS에 전화 888-328-9271로 연락하여 카드를 취소하고 새 카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워싱턴 주 복지 사기 핫라인 800-562-6906으로 전화하십시오.

기타 P-EBT 정보
35.	현재 노숙자 상태입니다. P-EBT 카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귀하의 가족이 현재 노숙자 상태이고 자녀가 P-EBT 자격이 있는 경우 접근이 가능한 다른 주소(예: 자녀의 학교)로
P-EBT 카드를 보내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전화하여 P-EBT 카드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36.	P-EBT 혜택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누
 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가 식품 지원 또는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 보건 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에
추
877-501-2233으로 전화하여 혜택을 신청하거나 www.washingtonconnection.org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워싱턴 정보 네트워크(Washington Information Network)또는 WIN211(전화 877-211-9274)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
또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7.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식품 혜택이 있습니까?
•	
이 식사 찾기 도구는 가족이 어린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 서비스를

사용해도 P-EB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무료 급식 장소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교육구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급식 프로그램은 다니는 학교와 관계 없이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	
w ww.washingtonconnection.org를 방문하여 기본 식품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5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및 모유 수유모에게 식품 지원을 제공하는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h.wa.gov/YouandYourFamily/WIC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워싱턴 주 복지 사기 핫라인 800-562-6906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