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인터넷으로 항상  
연결을 유지하세요.

인터넷 월 $10

지금은 친구나 가족들과 연락하고, 재택 근무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SNAP 참여자이거나 
SSI 혜택 수혜자(캘리포니아 거주자에만 해당)인 경우, 
$10 이하의 가격에 10Mbps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설치 및 가정용 Wi-Fi
• 연간 서비스 약정 없음

• 보증금 없음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 Access from  
AT&T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임시로 제공합니다.

• National School Lunch와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자격 확대.

•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가정용 인터넷의 
데이터 초과 사용량 요금 면제. (DSL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체 정보를 얻고 신청하려면 att.com/access를 
방문하거나 1-855-220-5211번으로 전화주세요.

2020년 10월

* AT&T 유선 지상 수신 범위에서만 제공됩니다. 본 행사는 2020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가구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National School Lunch 또는 Head Start 참여자이거나 가구가 연방정부 최저 생계비 기준의 135% 이하 기준의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인 $10에 최고 
10Mbps까지의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만 해당하며 생계 보조 수당(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혜택을 
받는 가구도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추가 속도(3Mbps/1.5Mbps/768Kbps)는 서비스 주소를 기반으로 월 $5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허용량: 
서비스에는 속도 수준에 따라 월 인터넷 데이터 허용량인 150GB 또는 1TB가 포함됩니다. 월 데이터 플랜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 플랜에서 초과하는 각 
50GB당 $10가 청구되며, 50GB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10가 청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tt.com/internet-usage(영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추가 요금 및 세금: AT&T 
일회성 거래 비용 및 정부 필수 요금은 아닌 월간 비용 회수 부과료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att.com/fees를 참조하십시오. † 제시된 인터넷 
속도는 최대 네트워크 서비스 역량 속도를 나타냅니다. 실제 고객이 받는 속도는 사이트 통신량, 콘텐츠 제공업체의 서버 용량, 내부 네트워크 관리 요소 및 
장치 성능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tt.com/speed101(영문)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