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FACT SHEET)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이란 무엇입니까?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은
수혜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가정과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은 공인된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데빗카드와 유사한 전자 수당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 요건 및 수당의 수준은
연방정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수혜 자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소득 유형(근로 소득 또는 불로 소득), 가구 크기, 연령, 장애 수당 수령 여부,
거주지 및 공과금 비용, 특정 가구 구성원의 의료 비용, 기타 요인 등.
신청자는
대리인은
충분하지
참여해야

가정 상황에 대한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성인 구성원 또는 자격이 되는
수혜 자격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반드시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할 일이
않은 경우, 특정 가구 구성원은 또한 직장을 찾거나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s)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신청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를 반드시 심사해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 대상인 가구는
신청 후 5 일 이내에 반드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 대상이 아닌 신청서는 반드시 30일 내에
승인되거나 거부되어야 합니다.

소득 지침이란 무엇입니까?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또는 한시적 지원(Temporary Assistance)
을 받지 않을 경우, 신청 가구는 반드시 소득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크기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가구의
총소득(세금 또는 기타 공제 금액 적용 전의 총액)과 순소득(총소득, 허용되는 공제 금액 적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
•

60세 이상 및/또는 총소득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 장애 수당을 받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 이 가구의
경우, 순소득을 이용하여 수혜 자격을 결정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의
총소득과 관련된 모든 예외 조항 및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탁아와 같이 가구 구성원에 대해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양 비용이 드는 가구는 반드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200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가구 구성원이 없고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양 비용이 들지 않는,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50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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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가구 구성원이 없고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양 비용이 들지 않는, 근로 소득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총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30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다양한 가구 규모에 적용 가능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의
월 최고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해당 가구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합니다.)

연방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표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적용
연방 빈곤 한계
월간 소득 표준
총소득 제한 150 퍼 총소득 제한 200 퍼
센트
센트

영양보충지원 프로
그램(SNAP) 수당
월간 최고액

가구/
가족 규모

총소득 제한 130 퍼
센트

1

1,316 달러

1,518 달러

2,023 달러

192 달러

2

1,784 달러

2,058 달러

2,743 달러

353 달러

3

2,252 달러

2,598 달러

3,463 달러

505 달러

4

2,720 달러

3,138 달러

4,183 달러

642 달러

예시: 두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주당 37.5 시간을 일하면서 시간당 12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생활보조금(SSI) 또는 한시적 지원(Temporary Assistance)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모는 두 자녀를
위해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양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 개인은 12 달러 x 37.5 시간 = 450 달러의 총소득을 얻습니다. 매월, 이 개인은 450 달러 x 4.333333
(한 달 평균 주의 수) = 1,950 달러의 총소득을 얻습니다.
이 개인은 3,463 달러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200 퍼센트)를 훨씬 밑도는 월간 총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3 인 가구의 총소득 제한 150 퍼센트와 130 퍼센트보다 낮으므로 부양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도 소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가구는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수당을 매월 최고 505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혼자 사는 성인이 한 명이 주당 25 시간 일하면서 시간당 12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매주, 이 개인은 12 달러 x 25 시간 = 300 달러의 총소득을 얻습니다. 매월, 이 개인은 300 달러 x 4.333333
(한 달 평균 주의 수) = 1,300 달러의 총소득을 얻습니다.
이 개인은 근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그녀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30 퍼센트가 아니라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최고 150 퍼센트까지 소득 자격을 유지하며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을 매월 최고 192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누구나 mybenefits.ny.gov에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자신의 수혜 자격을 확인하거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NY State SNAP): otda.ny.gov/programs/snap
미국 농무성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USDA SNAP): fns.usda.gov/snap
이 간단한 정보 보고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나 가구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프로그램의 요건을 정의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Pub-5104-KO (Rev. 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