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기본식품보조금에 대한 10가지 사실

사실 #1: 60세 이상 노인이시면, 피고용자이거나 은퇴자이거나 사회복지연금 수령자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 식품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2: 기본식품은 영양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3: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으시면, 최대 24개월 기본식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인증 신청 절차를 간소하게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재인증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4: 자동차가 있거나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기본식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DSHS는 소득에 기초해서 
수령 자격을 결정합니다. 소유 자산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소유 자산 정보를 토대로 수령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5: 기본식품보조금을 이제 전자보조금이체(EBT)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BT 카드는 직불 카드와 비슷하고 거의 모든 식료잡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6: 미사용 기본 식품 보조금 이월. 월보조금을 한 달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사실 #7: 집 밖으로 나가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귀하를 대신하여 
EBT 카드를 이용할 사람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8: 귀하는 농산물 직매장에서 기본식품 EBT 보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BT 보조금으로 식용 식물 및 종자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9: 기본식품 보조금 수령자이시면 킹카운티 할인 요금 ORCA 리프트 카드 
또는 라이프라인(Lifeline) 무료 휴대전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전화요금 할인 
서비스 같은 다른 서비스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10: 기본 식품 보조금 신청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기본 식품 보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www.WashingtonConnection.org 에서 신청하십시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팩스: 1-888-338-7410
 우편 주소:
 DSHS Customer Service Center
 PO Box 11699
 Tacoma, WA  98411-6699
3)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세요. 가장 가까운 CSO를 찾으시려면 

https://www.dshs.wa.gov/office-locations 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기본식품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려면, 877-501-2233으로 전화하십시오.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 식품 보조금 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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