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터넷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방 통신위원회 (FCC)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자격 가족이
집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고속 인터넷 프로그램 (EBB)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제한 기간 오퍼
집 인터넷

무료 - 월 $23

1단계
긴급 고속 인터넷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귀하의 가구가 아래의 적합한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단계
긴급 고속 인터넷 혜택 신청 (아래 링크 참조).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단계
가까운 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 찾기.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EBB 할인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으십시오.
4단계
긴급 고속 인터넷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는 EBB가 종료되기 약 30 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 할 것입니다. 플랜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SP가 30 일이 지나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아래 있는 자격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저렴한 집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FCC 라이프 라인 가입된 가정; 기존의 저렴한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자녀가 국가 보조 런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음(NSLP)
•CalFresh(푸드 스탬프) 또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메디캘(Medi-Cal) 또는 보조 시큐리티 인컴(SSI)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고 있는 학생
•연간 가구 소득이 $49,000 미만
참고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할인혜택을 적용하기 전에 대기 기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라이프 라인 혜택을 유지하고 EBB를
통해서 집 인터넷 서비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internetforallnow.org/applytoday 혹은
866-696-8748 로 바로 문의하세요!
*또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장기적으로 제공됩니다. www.everyoneon.org/cetf를 방문하셔서
귀하의 짚코드내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찾으십시오.

844-525-1574

$23/mo

888-519-4724

$15/mo

855-220-5211

$10/mo

855-970-1449

$20/mo

855-846-8376

$9.99/mo

Home Internet

A must-have for your famil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rted a temporary
program to help eligible families pay for Home Internet servi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Emergency Broadband Benefit (EBB) includes
up to $50 a month discount on Internet service.

LIMITED
TIME
OFFER

Home Internet
FREE - $23/mo

Step 1:
Check If You Qualify for the Emergency Broadband Benefit
See if your household fits into any eligible categories below.
Step 2:
Apply for the Emergency Broadband Benefit (see link below)
Choose how you want to apply and submit all necessary documents.
Step 3:
Find a Broadband Provider Near You
Use the search tool in the application to find a company that offers EBB
discounts.
Step 4:
Make A Choice Before EBB Ends
Your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will notify you about 30 days before EBB
ends. You must choose a plan or the ISP will disconnect your service at the
end of the 30 days.

Eligibility for affordable Home Internet service if your home meets one of the following criteria:

• Participant in FCC Lifeline; Participant in an existing affordable Home Internet offer
• Child enrolled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
• CalFresh (food stamp) or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 Medi-Cal or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Student with a Pell Grant
Note: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cannot require a waiting period
before applying the EBB discount. You can keep the Lifeline benefit for a
mobile phone and get EBB for a discount on Home Internet service.

www.internetforallnow.org/applytoday or
call 866-696-8748 to apply today!
*In addition, the following offers are available long-term. Go to www.everyoneon.org/cetf to find offers in your z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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