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 

fcc.gov/ACP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fcc.gov/ACP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fcc.gov/ACP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fcc.gov/ACP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 

 

저렴한 연결프로그램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애쓰는 가족과 
가정 연결을 지원하는 FCC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전화: 877-384-2575 

사이트: ACPBenef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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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비용 월 30 불까지 할인;   

• 해당 부족 지역의 가정에 월 75 불까지 할인; 

그리고   

• 참여 업체를 통해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나 

태블릿 구매 시 1 회에 한해 100 불까지 할인.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은 가정 당 일개월의 월간 

서비스 요금 할인과 한대의 장치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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