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265
2 $3,052
3 $3,839
4 $4,625
5 $5,412

  가구원가구원  수수  월월  소득소득  한도한도**

일자리를일자리를  구해도구해도  기본기본  식품식품  보조금을보조금을  받을받을  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하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지표의 200% 
이하인 경우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자녀가  있어야있어야  보조금보조금  수령수령  자격이자격이  있습니까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저보다  보조금이보조금이  더더  필요한필요한  사람들은사람들은  어떻게어떻게  하나요하나요??
기본 식품 보조금 수령 자격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귀하와 
귀하 가정이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셔도 다른 누군가의 
보조금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미국  시민권자이어야시민권자이어야  합니까합니까??
아니요. 특정 프로그램 규칙을 충족하는 미등록 이민자는 
식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식품 보조금을 수령해도 미국 이민국의 이민 상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과집과  차를차를  소유하고소유하고  있어도있어도  자격이자격이  있습니까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하의 가구 소득이 프로그램 소득 한도 이내에 
있는 경우, 차량이나 은퇴연금 계좌, 주택 및 다른 자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을신청을  위해위해  사무실에사무실에  방문해야방문해야  합니까합니까??
아니요. washingtonconnection.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1-877-501-2233으로 전화하여 신청 또는 가까운 지역 
사회 서비스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CSO를 
확인하십시오(dshs.wa.gov/office-locations).

팩스: 888-338-7410
우편 주소: 
DSHS Customer Service Contact Center
PO Box 11699
Tacoma, WA 98411-6699

기본기본  식품식품  보조금보조금  관련관련  내용내용

*금액은 매년 4월에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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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어떤어떤  서류를서류를  제출해야제출해야  합니까합니까??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신원증명, 신청하시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 및 생활비 증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필요한 정보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한  달달  수령금이수령금이 $23 $23입니다–신청할입니다–신청할  가치가가치가  있습니까있습니까??

1인 또는 2인 가구의 경우 최저 월 혜택금인 $23을 받기도 
합니다. 최저 혜택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보조금을 몇 달간 
모아서 식료품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 식품 보조금을 보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 월 보조금을 계산하려면 무료 상담 전화 1-877-501-
2233으로 문의하시거나 washingtonconnection.org를 
방문해주십시오.

기본기본  식품식품  보조금을보조금을  통해통해  받을받을  수수  있는있는  추가추가  혜택이혜택이  있습니까있습니까??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급식 무료 또는 할인 프로그램. 
•  여성 유아 아동(WIC)을 위한 특별 영양 지원 프로그램.

훈련이나훈련이나  일자리를일자리를  구하기구하기  위한위한  도움을도움을  받을받을  수수  있습니까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기본 식품 고용훈련(BFET)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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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나 전문학교(technical colleges), 및/또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직업 분야와  
경력 과정에 적용됩니다. BFET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www.dshs.wa.gov/BFET.

승인된승인된  경우경우  보조금을보조금을  받기까지받기까지  얼마나얼마나  걸립니까걸립니까??

•  가족에게 자격이 있을 경우 평균적으로 2주 내 승인됩니다.
•  모든 신청서의 거의 절반은 6일 내에 승인됩니다.
•  저희가 기본 식품 보조금 신청을 승인하면 신청일로 

소급하여 혜택을 적용합니다.

USDA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자 

고용기관이며 대출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