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P-EBT가 왔습니다!
여름 P-EBT가 무엇인가요?
팬데믹 EBT 프로그램 (P-EBT)은 COVID-19 때문에 학교
및 보육 시설에서의 현장 식사 서비스가 제한되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식사 비용의 대체로 어린이에게 식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는 P-EBT를 여름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어린이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여름
P-EBT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은 2020-21학년도에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학교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반적으로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또는 School Breakfast Program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워싱턴
학교에 학년말에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여름 P-EBT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 P-EBT 혜택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자격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가족도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여름 P-EBT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학교에 있는 아이들 -

귀하의 자녀가 2021년 6월 현재 NSLP를 제공하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교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에 대한 승인을 받게되면 여름 P-EB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세 미만 어린이 -

• 2021년 6월, 7월 또는 8월 사이에 워싱턴 Basic Food
(기본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 구성원인
6세 미만 어린이.

Basic Food(기본 식품) 신청서는 다음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www.WashingtonConnection.org에서 접수하거나
DSHS 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877-501-2233)로
전화하여 인터뷰 일정을 잡으십시오.

가족에게 얼마의 혜택이 주어집니까?
여름 P-EBT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는 2021년 7월과 8월 여름 충당분을 위해 일시불로 $375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은 매달 새로운 P-EBT 카드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가족은 각 자녀의 P-EBT 카드를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승인을 통해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유지되면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shs.wa.gov/PEBT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정보에 대해 다른 언어로된 번역이 필요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P-EBT 연락 센터(833-518-0282)로 전화하십시오.
가족에게 P-EBT 혜택이 있더라도 Grab-n-Go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 기관은 평등한 기회 제공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