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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AT&T 인터넷 액세스’ 플랜 + 새로운 연방 혜택 = 무료 인터넷 

최대 100Mbps 의 속도와 데이터 한도가 없는 새로운 저가 광대역 플랜 

  

댈러스 –  2022 년 2 월 7 일  

  

AT&T*는 자격을 갖춘 가구의 가정 인터넷 비용을 가능한 월 최저 비용인 $0 까지 

인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공되는 이 무료 옵션은 저가 AT&T 인터넷 액세스 

프로그램의 새로운 플랜과 인터넷 연결 할인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의 연방 혜택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AT&T 는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지금 AT&T 인터넷 액세스 프로그램은 월 $30 에 기존 AT&T 인터넷 액세스 플랜에서 

제공하는 최대 속도인 10Mbps 에서 증가한 최대 100Mbps 의 대칭 속도로 더 빠른 

인터넷 플랜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30 AT&T 인터넷 액세스 플랜의 데이터 

사용량 한도는 없습니다.  1  

  

기존 AT&T 인터넷 액세스 플랜을 선호하고 10Mbps 이하의 속도을 이용하는 고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월 $5 ~ $10 플랜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1  

  

ACP 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구는 최신 속도 등급을 포함하여 AT&T 인터넷 액세스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30(또는 자격을 갖춘 부족 보호 구역의 

경우 매월 최대 $75)의 ACP 혜택을 이용하는 자격을 갖춘 가구는 월 이용료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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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C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acpbenefit.org 에서 연방정부의 

National Verifier 승인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855) 2205211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귀하의 ACP 승인을 확인하고 ACP 혜택이 있는 플랜을 소개해 드립니다. 

  

ACP 혜택을 AT&T 인터넷 액세스 플랜에 적용하거나 기존 AT&T 인터넷 플랜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AT&T 인터넷 요금제를 

확인하십시오. 

  

AT&T 인터넷 액세스 이외의 플랜에서 ACP 혜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대부분의 기존 AT&T 인터넷 플랜에 ACP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이 되는 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플랜에서 매월 최대 

$30(자격을 갖춘 부족 보호 구역의 경우 매월 최대 $7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70 개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서 최대 5-Gigs 의 속도를 제공하는 AT&T 

광통신에 대한 가장 빠른 플랜이 포함됩니다. 2  

  

또한 고객은 AT&T 프리페이드 또는 크리켓 무선 플랜에 ACP 혜택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가구당 1 회로 제한됩니다. 

  

저는 현재 EBB(긴급 광대역 혜택)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 혜택은 년 3 월 1 일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월 

1 일부터 시작되는 ACP 혜택을 받기 위해 Universal Services Administrative Co. 

(USAC)가 귀하의 자격을 재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BB COVID 

일시적 소득 손실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National Verifier 는 3 월 1 일 이전에 

다른 기준에 따라 귀하의 자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은 3 월 1 일에 월간 보조금이 EBB 프로그램의 최대 $50 에서 

ACP 에 따라 최대 $30 까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부족 혜택에는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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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이야기:  

  

애틀랜타의 에보니 포드는 AT&T 인터넷 액세스가 가장 필요할 때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차, 직업, 돈,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T&T 

인터넷 액세스 프로그램을 발견했죠. 혜택을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찾고, 일자리를 찾고, 교육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은 제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AT&T 인터넷 액세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에보니의 추천글을 더 자세히 보려면 이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Cheryl Choy, SVP- 광대역 관리 및 전략: “저소득 가정에 저렴한 가정용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AT&T 인터넷 액세스 

플랜은 데이터 한도 없이 향상된 속도를 제공하며 연방 ACP 혜택과도 연동합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숙제를 하거나,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T&T 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AT&T 는 저비용 광대역 서비스, ACP 참여 및 AT&T Connected Learning 프로그램을 

통한 자선 기부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 년 동안 20 억 달러를 지원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T&T Communications 소개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이 매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40 년 

전 이상의 최초의 전화 통화부터 모바일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ATT 에서 우리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합니다. AT&T Communications 는 AT&T Inc.의 

일부입니다(NYSE:T). 자세한 내용은 att.com 을 참조하십시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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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세스 플랜 10Mbps 이하에는 데이터 허용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에게는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년 4 월 30 일까지 AT&T 는 이러한 

AT&T 인터넷 액세스 고객의 데이터 초과 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지역의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인터넷 속도 표시는 가정 및 권장 설정에 대한 최대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 속도를 나타냅니다. 실제 고객 속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일 장치 유선 
속도 최대 4.7Gbps. 자세한 내용은 att.com/speed101 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Jessica Swain 

AT&T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화: (415) 613-4267 

이메일: js056a@at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