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비용 보조 프로그램 안내 
 
인터넷 비용 보조 프로그램(ACP)  

 
• 인터넷 비용 보조 프로그램(ACP)은 연방 통신 위원회(FCC) 에서 관리하는 광대역 인터넷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요건을 총족하는 개인 및 가구는 매달 받게 되는 크레딧을 통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신청 비용을 상쇄하게 

됩니다.  
 

인터넷 비용 보조 프로그램(ACP)의 혜택 
 
• 각 가구는 월별 최대 $30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민족/부족 보호 구역에 거주시, 월별 $75). 

가령, 소비자가 한달 비용이 $30 혹은 그 이하 비용의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 크레딧의 사용 범위는 인터넷, 음성 또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번들 상품, 혹은 라우터, 모뎀 및 핫스팟과 같은 장비를 

포함하는 패키지 상품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단, 케이블 TV가 포함된 번들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을 충당한 가구의 경우, 노트북 및 테블릿 등의 장비를 구입시, 1회에 한하여, $100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기 비용의 $10-50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CP 자격 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  

o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 기준, 200% 이하인 경우.  

o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수상 연도의 연방 펠트 그랜트(Federal Pell Grant)를 받은 경우.  

o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무료/할인 점심/아침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o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연방 지원 프로그램 즉, SNAP, Medicaid, 연방 공공 주택 지원, SSI, WIC 또는 

Lifeline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o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민족/부족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o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지금까지 미납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구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AC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 광대역 인터넷 관련 긴급 지원 정책(EBB)의 기존 수령자는 대부분 추가적인 절차 없이 ACP에 등록됩니다. 그러나 EBB 

수령 조건이, 상당한 수입의 손실 혹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통했던 경우, 재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https://acpbenefit.org/do-i-qualify/
https://acpbenefit.org/do-i-qualify/


• 기존의 라이프라인(Lifeline) 혜택을 받은 가구의 경우, 반드시 동록절차를 거쳐서 ACP 신청을 하게 되지만, 추가적인 

문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ACP 서비스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ACPBenefit.org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CP Support Center PO Box 7081 London, KY 40742. 신청자는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제시하고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 (SSN), 부족 식별 번호,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여권, 

미국 시민권 또는 귀화증명서,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ITIN). 

• 사회보장번호(SSN)는 자격요건 심사에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