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ACP)은 저소득 가구의 인터넷 서비스 및 연결된
장치(예: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비용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요금 최대 $30/월 할인

•

가구가 지원 대상 원주민 토지에 있는 경우 최대 $75/월 할인

•

노트북, 태블릿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대해 최대 $100의 일회성 할인($10 이상 $50 미만의 공동
부담금 있음)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는 참여하는 인터넷 업체에 연락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ACP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완료하는 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격 여부, 신원 또는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나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ACPSupport@usac.org)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ET)까지 전화((877) 384-2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1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웹 브라우저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웹 주소 표시줄에 AffordableConnectivity.gov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Enter 키 또는 모바일
장치의 Go/Search(이동/검색)를 눌러
웹사이트를 엽니다.

2

Apply Now(지금 신청) 버튼을 찾아
클릭하거나 탭하여 시작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2년 10월

온라인 신청 개요

3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실명을 입력합니다.
팁: 성이 둘 이상인 경우 성 필드에 모두
입력합니다.

4

드롭다운 메뉴에서 생년월일의 월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날짜와 연도를
입력합니다.

5

신원을 확인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팁: 사회 보장 번호(SSN)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나중에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SSN이 없거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제출하려는 다른 신분증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신분증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Choose File(파일 선택) 버튼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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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SN의 마지막 4자리 또는 원주민 ID 번호를
입력한 경우 8단계로 건너뜁니다.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경우 Choose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옵션은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

컴퓨터: 새 창이 열립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신분증의 스캔본이나 사진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

이동 장치: 신분증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거나 장치에서 사진 또는
파일을 검색하면 됩니다.
o iPhone 또는 iPad
o Androi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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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주(State)를 클릭하거나
탭하여 선택합니다.
팁: 집 주소는 사서함(PO Box)이 될 수
없지만 진행하는 동안 나중에 전체 우편
주소를 제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8

자녀나 피부양자를 통해 ACP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스스로 자격을 갖춘 경우 No, I qualify
by myself(아니요, 스스로 자격이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

자녀나 피부양자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Yes, I qualify through my child or
dependent(예, 자녀나 피부양자를 통해
자격을 얻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Next(다음)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자녀나 피부양자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선택한 경우 자녀나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Next(다음)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4

계정 만들기
단계
1

계정 만들기 개요

기억하기 쉬운 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메일 주소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
팁: 비밀번호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아이콘이 주황색
녹색

3

경고 아이콘에서

성공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에 대한 알림이
전송됩니다.
또한 확인란을 선택하여 대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신청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정보를 받을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보조
연락처입니다.
5

4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선택 사항).

집 주소와 다른 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
양식에서 제공된 확인란을 선택하고 PO
Box와 같은 우편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기본 언어를 선택합니다(선택 사항).

6

“I’m not a robot”(로봇이 아닙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Submit(제출)을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8

그러면 계정을 생성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신청하기 위해 생성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Close(닫기)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9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10

“I’m not a robot”(로봇이 아닙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Sign In(로그인)을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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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지원
단계
1

온라인 신청 개요

계정에 로그인하면 환영 메시지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신청 옵션으로 Lifeline(통신비 지원)과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

Lifeline 혜택과 ACP 혜택을 받는 데
관심이 있다면 Start Lifeline
Application(Lifeline 신청 시작)을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Lifeline에
신청하려면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

ACP 혜택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Apply for ACP(ACP 신청)을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2

어떻게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해당하는 항목 옆에 있는 확인란을 모두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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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를 검토하고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Edit(편집) 버튼을

선택한 후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변경합니다.

4

확인란을 선택하여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ACP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Submit(제출)을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5

사용 가능한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 가이드의 Show You
Qualify(자격 증명)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 6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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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 단계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진술 내용을 읽고 옆에 있는 상자에
이니셜을 기입합니다. 모든 상자에 이니셜을
기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보증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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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에 실명을 입력하여 서명합니다.
흰색 상자를 클릭하거나 탭하여 이 서명이
디지털 서명이라는 것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8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와 ACP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참여하는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고 ACP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

가입 기한을 메모해 두세요.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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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자격 여부, 신원 또는 집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정보나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 확인을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ptable Documentation Guide(사용 가능한 문서 가이드)(영어, 스페인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또는 문서

온라인 신청 개요

주소 확인
지도에서 거주지를 찾아 주소를 확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에 오타가 있는 경우 fix it here(여기에서
수정)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거주지를 찾으려면 지도를 더블 클릭하거나 왼쪽
상단의 더하기(+) 버튼을 사용하여 지도를
확대합니다. 지도에서 주소를 찾으면 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팁: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탭하여 “How to Find Your Address”(주소 찾는
방법) 섹션을 확장하고 지도 도구를 사용하여
주소를 찾는 방법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자격이 있는 가구 확인
둘 이상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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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 정보에 오타가 있는 경우 fix it
here.(여기에서 수정)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성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운전면허증과 같이 만료되지
않은 공식 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원주민 ID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성과 이름, SSN 마지막 4자리 또는 전체 원주민
ID가 기재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원주민 ID와 같이
만료되지 않은 공식 문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 SSN 마지막 4자리 또는 원주민 ID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군인
신분증, 여권,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또는 기타 정부 신분증을 비롯한 다른 신분증
양식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Choose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거나 탭하여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문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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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예: 소득 또는 정부 프로그램 참여).
먼저 자격을 취득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Next(다음)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가구 소득을 기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귀하(또는
피부양자)의 성과 이름, 연간 소득, 최근 12개월 이내의
발행일이 기재된 전년도 주 정부 납세 신고서 또는
전년도 세금 서류와 같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격자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또는 피부양자)의 성과 이름, 적격 프로그램의
이름(예: SNAP), 해당 문서를 발행한 정부, 원주민 단체,
프로그램 관리자, 학교, 학구, 대학의 이름, 최근 12개월
이내의 발행일 또는 미래의 만료일이 기재된 문서(예:
혜택 지급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무료 및 할인된 가격의 학교 점심 프로그램 또는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의 문서가 현재 학년도 또는 신청
직전 학년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

CEP 학교에 등록하려면 문서에 학생 이름, 해당 학년,
학교 이름 및 주소, 학교 연락처 정보(전화 또는
이메일)가 있어야 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CEP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당시에
학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연방정부 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학교 또는
교육부에서 발급한 문서여야 하며 문서에 학생이
현재 지급 연도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Choose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거나 탭하여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문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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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문서를 제출한 후 최종 단계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진술 내용을 읽고 옆에 있는 상자에
이니셜을 기입합니다. 모든 상자에 이니셜을
기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보증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실명을 입력하여 서명합니다.
흰색 상자를 클릭하거나 탭하여 이 서명이 디지털
서명이라는 것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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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서를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서 검토가 끝나면 신청 상태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계정에 로그인하여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한 문서를 기반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제공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와
ACP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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