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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CAP를 통해 식품 지원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는 WASHCAP 대신 기본식품(Basic Food)

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거부에 관해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WASHCAP에 문의해 주십시오.

Electronic Benefits Transfer(EBT) 
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Washington EBT 카드가 이미 있을 경우 이 카드와 

현재의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PIN)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BT 카드가 없으면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5-7 영업일 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EBT 카드와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는 책자가 같이 

제공될 것입니다.

EBT 카드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  
쇼핑을 부탁할 수 있나요? 
•   EBT 카드 또는 PIN을 절대로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   다른 사람들이 귀하를 대신하여 쇼핑하도록 허가 

받으시려면 WASHCAP에 전화하여 대체 EBT 카드 

소지자(Alternate EBT cardholder) 인증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가입자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식품 지원에 대한 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상황의 모든 변동 사항을 해당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WASHCAP에 1-877-380-5784로 전화하여 이러한 

변동사항이 귀하의 식품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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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WASHCAP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지원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WASHCAP를 받게 됩니다.
•   SSI를 받고;

•   18세 이상;

•   미혼자;

•   결혼했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

•   22세 미만 자녀와 별거 중;

•   일하고 있지 않고;

•   혼자 살거나 함께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별도로 식품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WASHCAP 식품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WASHCAP는 워싱턴주 연합 신청 프로젝트(Washington 
State Combined Application Project)입니다. SSI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식품 프로그램입니다.

WASHCA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   귀하의 SSI 혜택을 위한 인터뷰가 식품 지원  
인터뷰가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양식을 기입할 것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   인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 
사무소를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하의 식품 혜택은 전자 복지 수당 이체(electronic 
benefits transfer (EBT)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료품 구입 시 사용할 카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EBT 카드는 은행 카드 또는 직불 카드와 똑같이 
사용됩니다.

변동 사항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변동 사항은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SSA) 사무소에 

1-800-772-1213으로 신고해주십시오.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에 알려야 하는 
변경사항은 무엇입니까? 
•   소득
•   자산
•   혼인 여부
•   생활 상황

언제 제 사례를 검토합니까?
•   SSA가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면 SSA 검토 중에 귀하의 

WASHCAP 식품 지원도 재인증될 수 있습니다. 

•   SSA가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혜택이 중단되기 전에 작성하여 반환해야 하는 
양식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WASHCAP에  

1-877-380-5784로 전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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