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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팬데믹 EBT(P-EBT) 및 여름 보육 P-EBT 관련 

자주 하는 질문(**신규) 

2021~2022학년도(2022년 8월 5일)  

 

  
질문 1: 보육 P-EBT란?  

답변: 연방 정부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돕고자 승인한 

임시 식료품 지원 수당입니다. 

  
질문 2: 보육 P-EBT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6세 미만 자녀가 있고 3SquaresVT 수당을 받는 버몬트주 내 가구. 보육 P-EBT 수당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월 적격 가구에 지급됩니다.  

  
질문 3: 보육 P-EBT 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 보육 P-EBT 수당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녀 1인당 매월 32.31달러입니다.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자녀 1인당 매월 33.55달러입니다.  

  
질문 4: 여름 보육 P-EBT 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 보육 여름 P-EBT 수당 총액은 자녀 1인당 391달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육 수당과 달리, 여름 보육 P-EBT 수당은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지급되는 일회성 정액 

수당입니다. 

  
질문 5: 보육 P-EBT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1차 수당(2021년 9월~2022년 1월)은 2022년 6월 초에 지급됩니다. 보육 P-EBT 수혜 

자격이 있는 아동에게는 해당 가구가 3SquaresVT 수당을 받은 모든 달에 대해 9월~1월 수혜 

기간에 해당하는 1회 지급분을 받게 됩니다. 
 

2022년 2월~6월 기간 수당은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여름 P-EBT 보육 수당은 7월에 3SquaresVT 수혜 자격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부터 3SquaresVT 수혜 자격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여름 P-EBT 보육 수당은 

10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이트에서 자주 하는 

질문(FAQ)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해 주세요. 
  

질문 6. 우리 가구가 수혜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경제 지원 부서(ESD)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귀하 자녀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ESD에서 수혜 시기와 방법을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질문 7: 자격이 되면 어떻게 이 수당을 받게 되나요?  

답변: 보육 P-EBT 수당은 귀하의 가구에 3SquaresVT 수혜 목적으로 발급해드린 EBT 카드에 

지급됩니다. 

  
질문 8: 제 아이의 양육권이 두 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당은 누가 받게 되나요?  

답변: 수당은 ESD에 3SquaresVT 세대주로 등록된 성인에게 지급됩니다.  

  
질문 9: 이 수당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답변: USDA 웹사이트에 나열된 수혜 대상 식료품목을 확인하세요.  

  
질문 10: EBT 카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3SquaresVT를 허용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몬트주 내 

식료품점, 슈퍼마켓, 편의점, 다양한 농산물 직매장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CF EBT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질문 11: 보육 중인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3SquaresVT를 받는 6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12: 가족 중에 6세 이상인 자녀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보육 P-EBT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3SquaresVT를 받는 6세 미만의 아동만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학령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관한 상세 정보는 학교 P-EBT FAQ(자주 하는 질문)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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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이 수당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혜 여부는 자유 재량입니다. 수당을 원하지 않는 경우 3SquaresVT EBT 카드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사용하지 마세요.  

  
질문 14: P-EBT 수당은 사용 기한이 있나요? 

답변: 예. 274일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P-EBT 수당 기간은 만료됩니다. 

 

질문 15: 다른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자세한 내용은 https://dcf.vermont.gov/esd/covid19/P-EBT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1-800-479-6151, 옵션 7)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