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ternet belongs in the home and can help you connect with loved ones near and far. 
Internet EssentialsSM from Comcast brings affordable Internet home, along with free  

training classes designed just for you. You may qualify if you are at least 62 years old  
and receive state and/or federal assistance.

WE SHOULD
ALL BE 

CONNECTED

Call 1-855-804-8010 or visit 
InternetEssentials.com/Seniors

/month 
+ tax9$ .95

• No credit check
• No installation fee

• No term contract
•  WiFi router included

HIGH-SPEED HOME INTERNET

Available online, in person, and in print
FREE INTERNET

TRAINING

A LOW-COST COMPUTER AVAILABLE
•  Includes 

Microsoft Office
• 90-day warranty
•  Includes Norton™ 

Security Suite

149 + tax
$ .99

Restrictions apply. Only available in certain stat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Limited to new Internet Essentials residential customers. Must be age 62 or older and receive 
qualifying federal and/or state public assistance. Requires supporting documentation from the current or previous year. Limited to service to a single outlet. Subject to 
Internet Essentials program terms and conditions. Call 1-855-850-4550 or visit InternetEssentials.com/seniors for a list of states covered by the program and complete 
details. © 2015 Comcast.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은 가정에 꼭 필요하며, 공간적 거리를 넘어 여러분이 가족, 친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Comcast의 Internet EssentialsSM를 통한 저렴한 가정용 인터넷이 

여러분을 위해 맞춤 제작된 무료 교육강좌와 더불어 제공됩니다. 만 62세 이상으로 주 및/또는  
연방 보조금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주는
가능성에

접속하세요

1-855-804-8010 으로 전화하시거나   
InternetEssentials.com/Seniors를 
방문하세요

(세금 별도)9$ .95

•  신용 확인 없음
• 설치 수수료 없음

• 계약 기간 없음
• WiFi 라우터 포함

고속 가정용 인터넷

온라인 수업, 개인 교습 및 학습지를 이용한 강좌 제공

저렴한 컴퓨터 판매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포함
•90일간 품질 보증 
•Norton™ Security Suite 

포함
149 (세금 별도)

$ .99

제한 사항이 적용됨. 일부 주에서만 제공됨. 전 지역에 제공되지는 않음. Internet Essentials 신규 가정용 고객에 한함. 반드시 만 62세 이상으로 자격 요건에 맞는 연방 및/또는 주 공적 보조를 받아야 함. 
금년 또는 전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함. 단독 가구용 서비스에 한함.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 이용약관에 준함.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주의 명단 및 자세한 내용은 1-855-850-4550으로 전화 또는 
InternetEssentials.com/seniors를 방문하기 바람. © 2015 Comcast. 판권 소유.

월

무료 인터넷 강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