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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식품 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워싱턴주 보건사회복지부)

DSHS는 기본 식품을 받는 대부분의 가구에 EBT 
카드를 통해 추가적인 식품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및 4월 보조금으로 
시작하였으며 매월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방 의회가 사람들이 더 많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식품 쇼핑을 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또한 매장에 출입하는 사람 수를 줄여 
코로나 바이러스-19에 감염되는 기회를 
줄입니다. 

추가 보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발행일은 연방정부의 승인과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가장 빨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매월 2일입니다. 

이달의 식품 지원을 이제 막 신청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이상의 식품 지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대 보조금 
금액을 받으며, 혹은 최대 보조금 금액이 $9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95를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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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조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적격 가구 구성원 최대 혜택

 1 $234

 2 $430

 3 $616

 4 $782

 5 $929

 6 $1,114

 7 $1,232

 8 $1,408

 9 $1,584

 10 $1,760

 추가 1인 당 +$176

저는 기본 식품 자격이 있지만 어떤 
보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0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 이민자를 위한 워싱턴주 종합 신청 
프로젝트(WASHCAP)/정착 지원 식품 지원
(Transitional Food Assistance)/식료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추가 혜택은 모든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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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보조금과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최대 
금액 간의 차액을 받으며, 일반 보조금이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최대 금액의 $95 
이내인 경우에는 $95를 받습니다. 예시:

예시 1: 
귀하와 동거인이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10일 식품 보조금으로 총 $200를 받으신 경우. 
2인 가구의 최대 보조금 금액은 $430입니다. 
추가 보조금은 $430에서 $200를 공제한 $230
입니다. 귀하는 추가 보조금으로 $2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귀하는 일반 보조금 $200
와 함께 추가로 $230를 지급받아 5월 10일 총 
$430를 받게 됩니다.

예시 2: 
5월 17일에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고 총 $210
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의 최대 보조금 
금액은 $234입니다. 추가 보조금은 $234
에서 $210를 공제한 $24입니다. $24가 $95 
미만이므로 추가 보조금으로 $95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일반 보조금 $210와 함께 
추가로 $95를 지급받아 5월 17일 총 $305를 
받게 됩니다. 

예시 3: 
귀하와 두 자녀는 소득이 없으며 5월 13일에 
총 $ 616의 식품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3
인 가구의 최대 보조금 금액은 $616입니다. 
귀하는 이미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추가 보조금으로 $95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일반 보조금 $616와 함께 
추가로 $95를 지급받아 5월 13일 총 $711를 
받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나중에 갚아야 합니까? 
이 추가 혜택은 귀하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보조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됩니까?
아니오. 귀하는 최종 인출 후 365일 이내에 추가 
보조금과 일반 보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보조금은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DSHS는 매달 추가 보조금을 제공합니까? 
저희는 연방 정부 승인에 따라 매달 가족 규모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것입니다. 

추가 혜택을 받으면 DSHS으로부터 서신을 
받게 됩니까? 더 이상 추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DSHS에서 서신을 
보내줍니까? 
아니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중단할 
때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귀하의 계좌에 
언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시려면 
귀하의 EBT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잔액을 확인하시거나 
www.washingtonconnection.org의 수혜자 보조금 
계좌(Client Benefit Account)를 이용하십시오. 

고객 콜 센터에 전화해야 됩니까? 
통화량이 보통 때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콜 센터에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보다 통화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추가 보조금을 콜센터에 문의하지 마시고 
저희 소셜 미디어 계정 Facebook및 Twitter
또는 www.dshs.wa.gov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ashingtonconnection.org
https://www.facebook.com/WaStateDSHS
https://twitter.com/wadshs
http://www.dshs.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