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학년도 P‐EBT 기금

Brookline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 가격의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2020‐2021 학년도 동안
팬데믹 EBT (P‐EBT) 기금을 받게 됩니다. P‐EBT 기금은 학생과 가족을 위해 건강에 좋은 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격이 있는 완전 원격 학습에 참여 학생은 한달에 $117.20 를 받게 됩니다.

●

자격이 있는 하이브리드 학습 참여 학생은 한달에 $58.60 를 받게 됩니다.

●

반나절 또는 완전 대면 학습 참여 학생은 P‐EBT 자격이 없습니다.

10 월과 11 월 P‐EBT 는 어떻게 받나요?
●

10 월과 11 월 기금은 한 번에 발행됩니다.

●

과거에 P‐EBT 를 받은 경우: 12 월 말에 EBT 또는 P‐EBT 카드에 자금이 추가됩니다.

●

P‐EBT 를 처음 받는 경우: SNAP 및/또는 TAFDC 를 받고 있는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DTA
EBT 카드에 추가되는 자금을 확인하십시오. SNAP 및/또는 TAFDC 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1 월 중순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DTA 편지와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2021 년 P‐EBT 기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과거에 P‐EBT 카드로 P‐EBT 를 받은 경우: 1 월부터 나머지 학년도 동안 매달 25 일에 P‐EBT
카드에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거에 DTA EBT 카드로 P‐EBT 를 받은 경우: 1 월부터 나머지 학년도 동안 매달 25 일에 EBT
카드에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P‐EBT 를 처음 받는 경우:
○

If you receive SNAP 및/또는 TAFDC 를 받고 있는 경우, DTA EBT 카드의 자금을
확인하십시오.

○

SNAP 및/또는 TAFDC 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DTA 로부터 우편으로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봉투에 담긴 P‐EBT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다카드를
받고 PIN 을 지정할 때까지 이 편지를 보관하십시오. 이 편지에는 카드의 PIN 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학생의 케이스 번호가 있습니다.

매달 25 일에 그 전월에 대한 자금이 카드에 추가됩니다. 예: 2 월 P‐EBT 자금은 학생의 1 월 학습
상황을 기반으로 합니다.
P‐EBT 카드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DTAconnect.com/pebt 으로 교체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새 카드를 받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Brookline 식품 서비스부로 문의하십시오. 새 EBT 카드가 필요하신 경우, 1‐877‐382‐2363 번으로
DTA 에 전화하십시오.
중요: P‐EBT 사용은 귀하나 학생의 이민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공적
부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료품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신가요?
●

If you are eligible for P‐EBT 를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SNAP 의 매달 지속적인 식료품 자금을
받을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TAConnect.com 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

또한 학교 내 또는 원격 픽업 장소에소 무료 급식을 픽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는 www.meals4kids.org/find‐meal‐sit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MAp‐EBT.org 방문 또는 식품 서비스부 문의
감사합니다.
PSB 식품 서비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