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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에게 대체 SNAP 
수령금(REPLACEMENT SNAP BENEFITS) 지급을 발표하다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Sullivan, Westchester 카운티들과 NYC 일부 

지역 수령자들에게 월 수령액의 50% 자동 지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허리케인 Sandy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과거 푸드스탬프(Food Stamps)라고 알려진 영양보충프로그램(SNAP)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식품을 대체해주기 위해 미농무부로부터 일시 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의 도움으로 요청한 이 보조금에 따라, 현 SNAP 수령자들은 
다음 주부터 태풍 피해로 잃어버린 식품을 대체할 비용으로 월 수령액의 50%의 금액을 
자동으로.지급 받게 됩니다. 주지사는 이 지역의 SNAP 수령자들이 이 수령금으로 뜨거운 
음식과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대체 
수령금으로 최대 6,500만 달러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뉴욕주의 면제요청을 위해 Staten Island 전 지역을 포함하는 77개 적격 우편번호 
식별을 거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주를 시작으로 이들 77개 우편번호 지역과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Sullivan, Westchester 카운티들에 속한 SNAP 수령금 
대상자들은 10월분 SNAP 수령금의 50%를 전자이체(EBT) 계정으로 자동 지급 받게 
됩니다. 이에 포함되는 뉴욕시 우편번호 전체 목록은 otda.ny.gov/news/SNAP-
replacements.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뉴욕시의 추가 
우편번호도 피해 가구수가 확인되는 대로 자세하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Sandy로 뉴욕주의 남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대피소와 음식물과 같은 기초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대체 SNAP 수령금으로 태풍으로 식량을 잃어버린 가정은 식량을 구입하여 주방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무부 장관이신 Tom Vilsack과 차관이신 Kevin Concannon께 그간에 
도움을 주신 점과 우리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허리케인 Sandy로 인해 SNAP 수령금으로 구입한 식품을 잃어버린 다른 현 SNAP 
수령자도 대체 수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으로 식품을 잃어버린 분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며, 해당 가정은 
otda.ny.gov/programs/applications/2291.pdf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및 서명한 후 2012년 12월 
10일 근무 마감 시간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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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복지부를 확인하려면 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를 
방문하거나 1-800-342-3009로 문의하십시오.  
 
태풍으로 너무나 많은 뉴욕의 가정에 전기가 나갔거나 주민들의 대피로 식품을 
저장하거나 조리 시설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뉴욕시, Nassau, Orange, 
Putnam, Rockland, Suffolk, Sullivan, Westchester 카운티의 SNAP 수령자는 수령금을 
사용하여 뜨거운 음식과 조리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방 법규로 
SNAP 수령금으로 이들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식품은 이미 EBT를 승인한 
식료품점과 같이 허가된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니다. 또한 미농무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12년 11월 30일에 끝나는 본 요건을 위해 뉴욕주로부터 일시 면제 허가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SNAP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가정은 자격 여부를 즉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myBenefits.ny.gov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또한 뉴욕 주민의 경우 뉴욕시 
거주민들이 SNAP 및 기타 시, 주 및 연방 수령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뉴욕시 ACCESS NYC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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