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Broadband Benefit
EBB (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이란?
●

연방 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운영하고 있는 EBB
프로그램은 인터넷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비자들을 돕고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광대역 인터넷 사용료를 월별 할인을 통해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EBB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EBB 프로그램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가구당 최대 월 $50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할인혜택은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 $75로 늘어납니다.
이는 소비자가 월 $50 혹은 그 이하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EBB 프로그램은 인터넷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영역은 음성과
문자 서비스가 포함된 통합 서비스, 또한 라우터, 모뎀 혹은 핫스팟 등의 장치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통합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통합 서비스 중 음성 서비스 및 케이블
TV서비스가 포함된 통합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가구의 경우, 1 회에 한정, $100 에 해당하는 노트북 혹은 태블릿을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

광대역 인터넷 사용료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EBB 프로그램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2020 년 2 월 29 일 이후 상당한 손실이 있었던 경우.

o

가구당 소득이 $99,000 (단일 신고자) 혹은 $198,000 (복수 신고자) 미만인 경우.

o

실업수당을 신청했거나 혹은 현재 받고 있는 경우.

o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현 수령 연도에 해당하는 미연방 펠 그랜트 (Federal Pell
Grant)를 받았던 경우.

o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올해 혹은 2019/2020 — 2020/2021 학년도에 무료급식
프로그램 (free/reduced lunch program) 혜택을 받았던 경우.
▪

자녀가 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CEP)에 소속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해당 가구 구성원이 2019-2020, 2020/2021 및 2021-2022 학년도에 무료
급식 혜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신 혹은 문서를 학교 또는 학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EBB 서비스 신청인 혹은 자녀의 이름,
2) 학군 또는 학교명, 3) 자격을 충족한 프로그램 확인 (즉, 무료급식
프로그램), 4) 해당 학년도에 대한 확인.

o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라이프 라인” 요건을 충족했거나, 현재
매디케이드(Medicaid),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연방 공공주택 지원
(Federal Public Housing Assistance), 재향 군인 및 생존자 연금 (Veterans and Survivors
Pension Benefit)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Pandemic EBT 카드 – 실제로 카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SNAP 카드는 일반적으로 이름 및 유효
날짜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가 없는 한 카드를
증빙자료로 고려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자동으로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주 혹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비스 승인 서신을 증빙서류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서신에는
SNAP 을 받는 이의 성명 및 날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격요건을 체크하는 주 데이터베이스).

등록 절차?
●

사회 보장 번호(소시얼 넘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시작날짜는 5 월 12 일입니다.

●

이미 Lifeline 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자동으로 EBB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BB 프로그램의 신청을 위해서, National Lifeline Verifier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현재 Lifeline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National Lifeline Verifier 를 통해
EBB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시 주소는 Lifeline Support Center P.O. Box 7081 London, KY
40742).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미국 원주민
등록번호,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혹은 세금 납세자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