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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전자식 복지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 긴급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1. P-EBT 또는 팬데믹 EBT 긴급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COVID-19로 인해 학교에서 무상  또는  급식 할인 수혜 대상인 학생들은 추가로 식료품 

혜택을 받게 됩니다. P-EBT는 휴교로 인해 가정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새로운 임시 식료품 혜택입니다.  

  

2. P-EBT 자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무상 또는 급식 할인 수혜 대상인 k-12학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입니다(   전교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 포함).  

 

P-EBT는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요건은 자녀가 반드시 무상 또는 급식 할인 수혜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자녀가 자격 대상인 경우, 얼마의 보조금을 받게 되나요?  

보조금은 가정에서 무상 또는 급식 할인을 받는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혜택은 

아동당 $399 입니다. 모든 자녀에 대해 P-EBT 카드 1장을 받게 됩니다(예: 자녀가 3명인 

경우 $1,197 상당의 카드 한 장을 받습니다).   

  

휴교   후  무상 및 급식 할인 수혜 대상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각 자녀당 $399 미만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가정에서 무상 또는 급식 할인 또는 기초 식품(Basic Food)을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P-EBT 혜택(일일 $5.70)은 휴교한 학교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월 - $68.40  

4월 -  $125.40  

5월 -  $119.70  

6월 -   $85.50  

 

4. P-EBT가 우리 가족의 체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EBT를 신청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의 체류 신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P-EBT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가 아닙니다. P-EBT 신청 시, 누구도 

귀하나 자녀의 체류 신분 또는 시민권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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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P-EBT를 받나요?  

P-EBT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 식품을 이용하는 가정(푸드 스탬프): 6월 28일과 7월 7일 사이에, P-EBT  혜택이 

이미 사용 중인 EBT 카드에 추가됩니다.   

 

무상 또는 급식 할인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  8월 31일  또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둘 중 더 늦은 날짜)에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P-EBT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www.WashingtonConnection.org  (신청서의 식료품 지원 섹션에서 

'Pandemic EBT - Emergency School Meals Program(팬데믹 EBT-긴급 

학교  급식  프로그램)' 상자 선택) 

 

 

2. 전화: 877-501-2233(DSHS 고객 서비스 문의 센터 – 언어 통번역 이용 가능)  

  

신청하려면 각 자녀에 대해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 자녀의 학교 또는 교육구 이름  

• 학교 입학 기록에 나오는 자녀의 이름 과  성    

• 자녀의  생년월일  

 

http://www.washingtonconne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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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T 혜택은 자녀의 급식 신청서상의 정보가  DSHS에 있는  P-EBT 신청서상의 자녀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승인됩니다.  

P-EBT 신청서에 P-EBT 카드를 우편으로 보낼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승인되면 

귀하의 P-EBT 카드는 승인 후 3-5일 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신청서 작업량으로 인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업무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P-EBT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0년 8월 31일 까지 또는 2020-21학년도 시작 전(둘 중 늦은 날짜) 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승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편으로 P-EBT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P-EBT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 참조). 휴교 후 무상 및 급식 할인 수혜 대상이 된 경우 승인 

절차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P-EBT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 및 거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서신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9. 우편으로 P-EBT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EBT 카드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P-EBT 카드를 활성화하고 개인 PIN 

번호를 만들기 위해 P-EBT 신청서상의 우편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P-EBT 

카드가 활성화되면  P-EBT 카드 수령 후 최대 1년 동안 대부분의 식료품점, 농산물 직판장 

및 Amazon과 Walmart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P-EBT 카드의 금액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객 서비스 문의 센터(877-501-223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P-EBT를  받아도  자녀가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계속해서 급식을  먹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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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자녀는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하고 P-EB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P-EBT  혜택은 학교나 다른 기관의 급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2. P-EBT 혜택은 얼마나 자주 받게 되나요? 

단 1회입니다. P-EBT는 푸드 스탬프나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인 WIC와 같은 월별 혜택이 아닙니다.   

    

13.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P-EBT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서 거부 서신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의 고객서비스 

문의센터에 877-501-2233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제외).  

  

14. P-EBT 혜택으로 무엇을 구입할 수 있나요?  

P-EBT 혜택으로 대부분의  식료품점과 농산물 직판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Amazon과 Walmart에서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P-EBT는 다음 구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알코올 음료 

• 비식료품 품목(예: 가정용품, 세면용품) 

• 미리 조리된 뜨거운 음식  

• 비타민 및 의약품 

직불 카드처럼 EBT 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 “EBT”를 선택합니다.  

• P-EBT 카드를 긁습니다.  

• 개인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15. 카드를 받으면 P-EBT 혜택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카드 수령 후 1년 동안 P-EBT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궁금한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877-501-2233(DSHS  고객서비스 문의센터)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오전 8시 - 오후 5시, 월-금(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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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체류 신분과 본 식료품 혜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P-EBT 및 이민법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귀하의 문의 사항에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북서부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 NWIRP) 

시애틀 사무소: 206-587-4009  

• NWIRP 야키마 밸리(그레인저) 사무소: 509-854-2100  

• NWIRP 웨나치 사무소: 509-570-0054 

• NWIRP 타코마 사우스 사무소: 206-816-3893 

 

 

17. 기초 식품이나 무상 또는 급식 할인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은 P-EBT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최근에 실직했거나 소득이 없는  취학 연령 아동이 있는 가정은  6월 30일  이전 과  P-

EBT를 신청하기  이전 에 해당 교육구를 통해 무상 또는 급식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온라인(www.WashingtonConnection.org) 또는 전화(877-

501-2233 – DSHS 고객서비스 문의센터)를 통해 기초 식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식품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P-EBT 혜택도 받게 됩니다.  

 

휴교 후 및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식품 또는 무상 및 급식 할인이 승인되면 P-EBT 

혜택은 날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차별 금지 선언문  

본 기관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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