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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 서비스가 있습니다'
• 자격은 자동으로 주어지지만, 등록을 해야만 긴급 광대역 혜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 광대역 혜택을 받는 동안 

현재 수준의 광대역 서비스에 보조금을 적용받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할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있지만, 
저소득층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닙니다.
• 현재 서비스에 할인을 적용받거나 

다른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고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귀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후원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 후원 계정이 언제 종료되는지 학교에 확인하세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인터넷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등록하여 긴급 
광대역 혜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인터넷 제공업체에 
문의하세요.

‒ 새로운 인터넷 제공업체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임시 EBB를 신청하세요. 
인터넷 제공업체는 지속적이고 저렴한 
저소득층 인터넷 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을 고려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클릭:

인터넷 서비스가 
없습니다.
• 833-511-0311번으로 전화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 National Verifier (인증 
서비스)참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세요.

• 참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 귀하의 인터넷 제공업체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긴급 광대역 

혜택 (Emergency Broadband Benefit, EBB)를 검색, 또는 
문의하세요.

• 할인 혜택을 이용해 고속 및 고가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하여야 EBB 종료 시 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 National Verifier (인증 서비스)을 신청해 
다른 제공업체에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있지만,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 긴급 광대역 혜택 할인을 이용해 모바일 

서비스를 받거나 가족을 위해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가구 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 GetEmergencyBroadband.org에서 
신청하고, 승인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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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 부족 땅에 거주하며 기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달 최대 $75의 총 
할인과 기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족 혜택 웹사이트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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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계 자격 여부 확인은?

인터넷 비용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GetEmergencyBroadband.org/do-i-qualify/
에 방문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https://www.checklifeline.org/lifeline/?id=nv_flow&ebbp=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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