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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9월에 뉴욕 주민들을 위한 식품 지원에 추가로 2억 달러 지원 발표

모든 SNAP 수혜자들은 9월 동안 최대 식품 혜택을 받게 될 예정
2020년 4월부터 주 전역에 식품 지원으로 29억 달러 이상 분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등록된 모든 뉴욕 주민들은 9월 한 달 동안 최대 금액의
식품 지원비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SNAP를
관리하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연방
정부와 계속 협력하여 이러한 보조 혜택이 가을철 내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뉴욕 전역의 수많은 가구에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한 주민들이 특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배고픔이나 식량 불안을 겪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상 식품 혜택으로 뉴욕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며 가족들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아울러 대단히 중요한 연방
자금이 주 경제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특히 장기적인 공중 보건 위기
중에 가슴 아픈 식량 불안정을 겪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이번의 추가적인
식품 혜택은 지속되는 팬데믹 사태를 헤쳐나가는 동안 가족들과 개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 전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뉴욕 시 외곽 모든 카운티의 SNAP 가정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연장하여 이 혜택 안내문이 게시됩니다. 뉴욕시 지역 5개 카운티의 SNAP
가정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이 혜택 안내문이 게시됩니다.
이미 월간 최대 혜택을 받은 SNAP 가정과, 매월 95 달러 미만의 비상 할당을 받은
가정은 95달러의 최소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의 약 160만 가구가 이번 달에 보조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주가 대략 2억 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 달과 마찬가지로 지급금은 수령자의 기존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본인이 갖고 있는 EBT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NAP 혜택과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혜택은 승인된 소매
음식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모든 SNAP 혜택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OTDA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공공의 요구에 기초하여 긴급 할당금을
확대할 것을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민들은 2021년에 연방
비상 선언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최대 SNAP 혜택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뉴욕 시민들은 코로다19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SNAP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주 전역에 SNAP 수혜자가 약 280만
명이었고, 2020년 7월 대비 1.8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SNAP 추가 혜택으로 뉴욕주에 29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비상 보조 SNAP 혜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OTDA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십시오. 뉴욕 주민들은 본인의 SNAP 자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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