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정보 점검 사항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는 데 지체가 없도록 반드시 신청서를 빠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내셔널 

스쿨 런치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및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 기준이 COVID-19 공중 보건 위험 기간 동안 Access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일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침을 자세하게 읽고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밑의 문서 중 한 가지의 사본을 제공해 주세요.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SNAP 참여자의 이름이 표시된 SNAP 카드 

(참고: SNAP 카드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자의 현지 SNAP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SNAP 참여 또는 혜택 확인서 사본 또는 

정부 발행 ID의 앞면 사본을 제공해야 함.)  
 

SNAP 참여자의 이름이 표시된 SNAP 카드 또는 현지 SNAP 사무국에서 발급한 혜택 확인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SNAP 참여자가 SNAP 카드 또는 혜택 확인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참여자로 

하여금 http://www.fns.usda.gov/snap 에서 현지 SNAP 사무국 위치를 찾아 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하세요. 

생계 보조 수당(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혜택(캘리포니아주에만 해당) 

귀하나 귀하의 캘리포니아주 가구 내 거주자가 SSI 혜택 자격에 해당되며 SSI 혜택을 받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한 혜택 확인서 
 

캘리포니아주 가구 거주자가 SSI 혜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현재의 혜택 인증서 
 

귀하께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는 SSI 수혜자가 원본 SSI 혜택 확인서의 

사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수혜자로 하여금 사회보장국 800.772.1213 번으로 전화하여 사본을 

받거나 https://www.ssa.gov/myaccount/proof-of-benefits.html 에서 혜택 인증서를 받도록 하세요. 

내셔널 스쿨 런치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Head Start 

Program) (임시) 

프로그램 혜택 확인서 및 학교 입학 증명(날짜, 학교 이름, 교육구, 자녀 이름 및 주소 포함)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 (임시)  

(소득 수준이 가구 내 구성원 수에 대한 최대 소득 수준 밑인지 확인)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재 W-2 또는 SSA-1099 
 

 최근 달의 급여명세서 
 

 사회보장금 수혜 명세서 

 
 
 
 
 
 
 
 
 
 
 
 

http://www.fns.usda.gov/snap
https://www.ssa.gov/myaccount/proof-of-benefits.html


 

 

가구 구성원 수 

Access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가구 

소득 최대 금액 

1 $17,226 

2 $23,274 

3 $29,322 

4 $35,370 

5 $41,418 

6 $47,466 

7 $53,514 

8 $59,562 

한 명 추가당 가산액 $6,048  

 

 

검토와 승인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att.com/access에서 신청하고 문서를 업로드하세요(영어로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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