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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현금 보조금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워싱턴  주  보건사회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재해 현금 보조금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사회 보건 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는 주지사가 특정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재해 현금 보조금 프로그램(DCAP)을 
가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상사태 동안 일부 
워싱턴 시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방정부는 워싱턴 주에서 DCAP 시행을 다시 
한 번 승인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DCAP가 복권될 것입니다. 
DSHS Community Services Division(DSHS 커뮤니티 
서비스국)은 Inslee 주지사의 새로운 명령과 추가 
자금을 받은 후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싱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WashingtonConnection.org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다음, 877-501-2233, 고객 
서비스 문의 센터(Customer Service Contact Center)에 전화하여 필수 인터뷰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3시 사이에 877-501-2233으로 
전화하면 전체 신청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인터뷰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지사의 현재 명령에 따라 DCAP 프로그램을 
매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요청에 
대해 새로운 신청서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이것은 임시 프로그램이므로 비상사태가 
끝나거나 모든 자금이 지출되면(둘 중 먼저 
해당될 때) 종료됩니다.

같이 사는 자녀가 없어도 DCAP 현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신청서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각 가구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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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P와 다른 현금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DCAP는 다른 DSHS 현금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은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소득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청 월에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순수입 
한도(공제 후)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차트 참조:

1 $363

2 $459

3 $569

4 $670

5 $772

6 $877

7 $1,013

8+ $1,121

가족 규모(가족 수) 공제 후 소득 한도

이 프로그램은 자원 한계가 있나요?

현재 비상사태 중에는 귀하의 가용 자원 중  
최대 6,000달러가 면제됩니다. 차량 한 대당 
10,000달러까지의 자본금도 면제됩니다.  

인터뷰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인터뷰에서는 해당 월에 예상되는 모든  
소득, 가용 자원, 우리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 및 귀하에게 도움이 필요한 비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용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DCAP는 다음 유형의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주거 비용, 수도, 전기 등 유틸리티 요금, 의류, 
제한된 의료비, 가정용품 및 통근 교통비. DCAP
는 또한 지속적으로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식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DCAP 보조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금 금액은 가족 수, 소득, 요구사항에 근거 
합니다. 최대 보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63

2 $459

3 $569

4 $670

5 $772

6 $877

7 $1,013

8+ $1,121

가족 규모
(가족 수)

최대 보조금 금액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까?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나 이민자 신분이 아니어도 DCAP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DCAP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가 없어도 DCAP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민 정보가 연방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과 공유됩니까?   

DSHS는 DCAP 수혜자들에 대해 USCIS와 이민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기타 현금 또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은 USCIS와의 계약 하에 SAVE 시스템  
을 통해 DSHS에 의해 이민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DCAP가 승인되면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또는 EBT 카드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는 분들께는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일반 
배송 주소가 없는 한, 귀하의 카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