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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컬럼비아 특별구(DC) 팬데믹 전자 복지 

카드(Pandemic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P-EBT) 

프로그램 관련 정보 
이 FAQ 에는 DC 의 최신 P-EBT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업데이트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dhs.dc.gov/p-ebt 를 참조하거나 콜 센터 877-4DC-PEBT (877-432-7328) 

또는 TTY: 711 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 – 오후 4:45(동부표준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1 년 2 월 2 일, 연방 정부는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자격 조건에 따라 P-EBT 혜택 지급을 지속하는 주정부 계획을 승인하는 개정된 2020 년 가족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2020 년 3 월에 P-EBT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DC 의 주 교육감 사무실(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 및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는 주정부 계획을 제출하고 2021 년 3 월 23 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을 통해 DC 는 2021 년 5 월부터 저학년 어린이를 포함하여 2020 년 

10 월부터 2021 년 6 월까지 P-EBT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 년 9 월 혜택은 

2021 년 봄 또는 여름에 발부됨.) 다음 질의응답은 현행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1. P-EBT 혜택은 무엇입니까?  

• P-EBT는 학교에서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에 따라 무상 

또는 할인 가격의 학교 급식을 받고 있고, COVID-19 연방 긴급 사태로 인해 자격 대상의 온라인 

또는 병행(hybrid) 수업을 듣고 있는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임시 연방 식료품 

혜택입니다. 

2. P-EBT 혜택은 누가 받게 되나요? 

• 2020-2021학년도 동안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을 위해 

자녀의 학교에서 처리한 가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아동.   

• 지역사회 인증 자격제(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CEP) 학교 또는 규정 2 또는 3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등록된 아동.    

https://dhs.dc.gov/p-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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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학년도에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가구의 자격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금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자녀가 자격 대상인 경우 수령 액수는 얼마인가요? 

• P-EBT는 주 5일 동안 학교에서 받았을 자격 대상인 아동의 아침, 점심, 간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2021학년도의 혜택은 온라인 수업 전체 개월의 경우 월 $122.76 또는 병행 수업 

전체 개월의 경우 월 $73.66입니다.   

o 2020년 10월 1일~2021년 1월 31일 기간의 혜택에 대해 자격 대상의 모든 학생은 매월 

$122.76을 수령하게 됩니다.  

o 2021년 2월 1일부터 학생 혜택은 자녀의 학교 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한 학교에서는 유효한 각 월에 대해 $122.76, 병행 수업을 한 

학교에서는 월 $73.66을 받게 됩니다.  

• 2021년 2월 1일 이후, 운영 상태가 학교별 수준에 의한 결정에 의존한 것이고 DC 전역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일의 50% 미만이 온라인 출석이면 해당 

학교는 ‘전면 온라인’으로 간주됩니다.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일의 50% 이상이 대면 

수업인 경우, 해당 학교는 ‘병행’ 상태로 간주되며 병행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병행 

혜택률을 받게 됩니다.  

4. 현재 무상 또는 할인 급식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DC 가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DCPS CEP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가족은 자동으로 무상 및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PS CEP 학교 목록은 dcps.dc.gov/page/community-eligibility-provision-cep-schoo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연방 무상 및 할인 가격 급식(Free and Reduced-price Meals, FAR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CPS 학교에 다니는 가족은 dcps.dc.gov/publication/free-and-reduced-priced-meals-farm-

application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연방 FARM 프로그램 참여 학교인지 확실하지 않은 가족은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FARM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공립 및 차터 스쿨이 포함됩니다. 

https://dcps.dc.gov/page/community-eligibility-provision-cep-schools
https://dcps.dc.gov/publication/free-and-reduced-priced-meals-farm-application
https://dcps.dc.gov/publication/free-and-reduced-priced-meals-farm-application


DC P-EBT UPDATES AND FAQ   3 

 
64 New York Avenue, NE  
Washington DC 20002 

              

 

5. 현재 무상 또는 할인 급식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DC 

가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SNAP 또는 저소득층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을 받는 가구의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P-EBT 혜택이 해당 가구의 

기존 EBT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SNAP 또는 

TANF 혜택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 SNAP 또는 TANF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P-EBT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 SNAP 또는 TANF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경우 P-EBT 혜택이 미리 충전된 별도의 EBT 카드를 

2020년 봄과 여름에 자택으로 발송해 드렸으며 9월 29일 지원금이 해당 카드에 충전되었습니다. 

9월 지원금을 위해 새 카드가 발송되지는 않았습니다.    

• 가족이 기존 발급된 카드를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DC의 EBT 제휴기관인 FIS에 직통 전화 

(888) 304-9167번으로 주7일, 하루 24시간 전화하여 새 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2020년 10월 혜택이 2021년 봄에 발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0 년 10 월 1 일, 연방 정부는 P-EBT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2020 년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를 개정하여 USDA 가 자격 조건에 

따라 P-EBT 혜택을 계속 지급하기 위한 주정부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DC는 2020년 11월 16일에 USDA 지침을 

받았습니다. 2021년 잠정예산적 

지출승인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P-EBT를 2021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즉, 

P-EBT는 이제 모든 2020-2021학년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C 의 OSSE 와 DHS 는 주정부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2021 년 3 월 23 일 USDA 로부터 DC 가족을 위해 

P-EBT 시행을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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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는 봄에 2020년 10월-12월 기간의 지급금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8. P-EBT 혜택 수령에 대해 해당 가구에 통지를 보내주나요? 

• 예. 통지는 지급이 이뤄질 시 P-EBT 혜택을 받는 모든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예. 지급이 이루어지면 자격 대상의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자동녹음전화가 연결됩니다.  

• 가족은 www.ebtedge.com에 로그인하거나 Apple 스토어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무료 EBT 

Edge 앱을 다운로드하여 항상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가구가 P-EBT 혜택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 P-EBT 혜택은 SNAP 식료품 혜택과 동일합니다. P-EBT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 지원금을 식료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목적은 평상시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었을 급식을 만드는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0. P-EBT 혜택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P-EBT 혜택은 모든 SNAP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체에는 SNAP 또는 EBT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공인 SNAP 소매업체는 

https://www.fns.usda.gov/snap/retailer-locator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족은 또한 www.ebtedge.com을 방문하거나 

Appl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EBT Edge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EBT 카드를 허용하는 

소매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P-EBT 혜택은 Amazon 및 Aldi에서 배달용 온라인 

식료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amazon.com/snap-ebt/ 또는 

shop.aldi.u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btedge.com/
https://www.fns.usda.gov/snap/retailer-locator
http://www.ebtedge.com/
https://www.amazon.com/snap-ebt/
https://shop.al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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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EBT 혜택은, 혜택을 받은 달에 사용해야 하나요?  

• 아니요. 지원금은 매달 이월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카드에서 삭제됩니다. 

12. 이미 발급된 EBT 카드를 분실했거나 손상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사례별 문의 사항은 877-4DC-PEBT (877-432-7328) 또는 TTY: 711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 – 

오후 4:45(동부표준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3. P-EBT 혜택 수령이 가구의 ‘공적 부조’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 아니요. P-EBT 혜택을 사용해도 부모나 자녀의 체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은 P-EBT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DHS의 P-EBT 페이지 방문: dhs.dc.gov/p-ebt.   

• 사례별 문의 사항은 877-4DC-PEBT (877-432-

7328) 또는 TTY: 711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7:30 

– 오후 4:45(동부표준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이 즉시 필요한 가구는 다음 지원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처 전화 웹사이트 

DC 코로나바이러스 식료품 지원처 페이지  https://coronavirus.dc.gov/food  

Capital Area Food Bank (202) 644-9800 https://www.capitalareafoodbank.org/ 

So Others Might Eat (SOME) (202) 797-8806 https://www.some.org/ 

Bread for the City (202) 265-2400 https://breadforthecity.org/ 

 

http://dhs.dc.gov/p-ebt
https://coronavirus.dc.gov/food
https://www.capitalareafoodbank.org/
https://www.some.org/
https://breadforthecit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