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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조금 금액식품 보조금 금액
월 보조금은 귀하의 가족 수와 소득, 생활비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최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USDA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자 고용기관이며 대
출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1 $281

2 $516

3 $740

4 $939

5 $1,116

가족가족  수수                            최대최대  보조금보조금*

 

미국미국  시민권자가시민권자가  아니어도아니어도  식품식품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을받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규칙에 부합하는 이민자는 식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생활 식품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생활 
보호 대상자가 아니십니다보호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불법체류자, 관광객, 기타 비이민자는 식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어떻게  신청할신청할  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
전화 877-501-2233 또는 가까운 지역 사회 
서비스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면담 
전에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www.washingtonconnection.org 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무휴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877-501-2233 또는 가까운 지역 사회 
서비스국에서 자격 면담을 완료하십시오.

팩스: 888-338-7410

우편 주소:
DSHS Customer Service Contact Center
PO Box 11699
Tacoma, WA 98411-6699

휴대폰휴대폰  카메라카메라  
또는또는 QR 

코드코드  리더로리더로  
스캔하십시오스캔하십시오.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한 식품 선택
기본기본  식품식품

SNA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매년 10월 금액 갱신

http://www.washingtonconnection.org


기본기본  식품식품  보조금에보조금에  대해대해  무엇을무엇을  
알아야알아야  합니까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자료나 순수입 
한도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www.washingtonconnection.org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877-501-2233 

으로 전화
•  DSHS Customer Service Center, PO BOX 11699, 

Tacoma, WA 98411-6699로 우편 신청
•  지역 사회 서비스국에서 직접 신청

  전화 면담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급식 무료 또는 할인 프로그램.
 •  여성, 유아, 아동 또는 WIC 위한 특별 영양 

지원 프로그램.

1 $2,265

2 $3,052

3 $3,839

4 $4,625

5 $5,412

가족가족  수수                          월월  수입수입  한도한도**

기본기본  식품식품  보조금이보조금이  
무엇입니까무엇입니까??
기본 식품(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또는SNAP) 보조금은 식품 구매 
지원금입니다.

자격을 갖춘 가정은 월 보조금이 
포함된 전자 복지 전송 또는 EBT
카드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알고  계셨습니까계셨습니까? 귀하는 농산물 직매장에서 기본식품  
EBT 보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BT 보조금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식물 또는 종자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www.dshs.wa.gov/BFET

BFET 서비스에서비스에  관한관한  자세한자세한  정보는정보는  온라인에서온라인에서  
다음다음  사이트를사이트를  통해통해  확인하십시오확인하십시오.

기본기본  식품식품  보조금을보조금을  통해통해  훈련이나훈련이나  
일자리일자리  찾기찾기  지원을지원을  받을받을  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

  예!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시면 기본 식품 
보조금 고용 훈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FET는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께 
일자리 탐색, 일자리 탐색 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 훈련, 기타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교통, 탁아, 귀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지역 사회  
조직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직업 부문과  
경력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4월 금액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