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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이후 각 가정에 SNAP 보조금의 재인증기간 연장을 알리다 

폭우로 휩쓸려간 식품의 비용을 대체할 10월분 보조금의 50%를 받을 자격이 되는 현 다섯 개의 추가 
뉴욕시 우편번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보조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과거 푸드스탬프라고 알려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보조금을 수령하는 
가정의 인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미농무부(USDA)에서 승인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규칙에 따라 미 가정은 SNAP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인증해야 합니다. 
 
뉴욕시, Nassau, Rockland, Suffolk, Westchester, Orange, Putnam, Sullivan 카운티들은 이제 10월과 
11월에 보조금 수령 자격이 만료되는 SNAP 가정에게 인증 기간을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을 통해서 허리케인 Sandy로 이번에 재인증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가정들이 SNAP 보조금 수령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재난 복구 중인 각 
사회복지부서가 직면한 행정적 부담도 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폭풍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SNAP 보조금을 수령하는 뉴욕주민들에게 보조금 
재인증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폭풍으로 인해 수혜 자격이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뉴욕 주민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미농무부(USDA)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11월까지 인증 기간을 연장 받은 가정은 11월 말까지 재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12월까지 재인증 
기간이 연장된 가정은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뉴욕주와 재난 피해 카운티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공고를 통해 인증 기간 연장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오늘 다섯 개의 추가 뉴욕시 우편번호로 된 SNAP 수령자는 폭우로 잃어버린 
식량을 대신할 수 있도록 10월 SNAP 보조금액의 50%를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 다섯 개의 우편번호(10038, 11224, 11251, 10029, 10039)는 앞서 발표된 뉴욕시와 
기타 7개 카운티의 77개 우편번호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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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뉴욕시의 추가 우편번호도 피해 가구수가 확인되는 대로 자세하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목록은  http://otda.ny.gov/news/SNAP-replacements.pdf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풍 피해를 입은 모든 5개 보로와 기타 7개 카운티의 수령자들은 11월 말까지 보조금으로 연방 
법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뜨거운 음식과 조리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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