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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SNAP 수혜자들이 허리케인 아이다 상륙 기간 동안 손실된 음식을 

대체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발표  

  
대체 혜택 수혜 자격이 되는 New York City, Nassau,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 

거주자  

  
수급 대상자 중 조리 식품 구매가 일시적으로 허용된 지역사회의 SNAP 수혜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Long Island 및 Westchester의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혜자들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정전과 홍수로 손실된 식량을 대체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의 거주자는 일시적으로 SNAP 혜택을 사용해 

뜨겁고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다로 인한 정전 및 피해는 계속해서 수만 

개의 뉴욕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가족들이 이 끔찍한 태풍으로부터 

회복하고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파괴적 기상 현상의 여파로 뉴욕 주민들이 식품을 구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개인과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영양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체 SNAP 혜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체 SNAP 혜택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잔재와 폭우로 인한 9월 1일 돌발적인 홍수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인 뉴욕시 전체와 Nassau,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로 제한됩니다.  

  

홍수, 정전 또는 폭풍으로 인한 기타 피해로 인해 식품이 상한 SNAP 수혜자는 SNAP 

수혜자에게 SNAP 수혜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최대 월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 혜택인 SNAP 긴급 지원금을 포함해 8월 SNAP 수혜금의 최대 금액까지 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국장인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AP 대체 혜택이 적시에 해당 가구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 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들이 태풍으로부터 

회복하는 단계를 시작할 때 자신과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 SN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뉴욕시, Nassau,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 거주자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작성 및 서명하여 10월 

1일까지 뉴욕시의 카운티 사회복지부 사무실 또는 SNAP 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https://otda.ny.gov/programs/applications/에서 다른 여러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이 지역사회의 SNAP 수혜자는 이제 10월 3일까지 SNAP 혜택을 사용해 따뜻한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계속된 정전과 자택 손상 때문에 

보호소 또는 기타 임시 주택 시설로 대피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 

시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SNAP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혜택이 있는 뜨겁고 조리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들이 SNAP, 공공 지원 및 긴급 지원 신청 

방법 등 기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governors-relief-and-response-

resources/meeting-basic-nee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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