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FACT SHEET)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근로 요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또는 SNAP 수혜자는
일을 해야 합니까?
16세에서 59세까지의 모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는 다음 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을 해야 합니다.

•
•
•
•
•
•

6세 미만 자녀의 양육 책임,
육체적 건강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구성원을 하루종일 돌보아야 할 경우, 또는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고 있거나 수령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 수업 중 최소한 절반의 과정을 등록을 한 학생, 또는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 등의 정기적인 참여자.

요구 사항이 무엇입니까?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근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알맞은 취업 기회가 추천 또는 제공될 경우 반드시 수락해야 합니다,
취업 상태 및 근로 가능 여부에 관한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근로 배정이 할당된 경우, 주당 최대 30 시간 동안 근로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및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는 다음 활동에 참여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
•
•
•

경력: 업무 기술을 시연하고 개발하여 개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공공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의 일자리 할당,
구직 및 직업 준비 지원: 취업 준비, 이력서 작성, 취업 지원, 취업 인터뷰, 취업 및 기타 활동 탐방을 통해
취업 알선 및 취업 준비 지원,
교육: 글을 읽고 쓰는 훈련,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위 졸업장 준비,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기타 교육
활동 등과 같은 활동들, 및/또는
직업 기술 훈련: 직업 관련 기술 학습 및 흔히 훈련이 완료되었음을 고용주에게 입증하기 위한 자격증명
취득 지원.

누군가 규정 준수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사유없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근로 요건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벌칙이 부과되며 해당 벌칙이 적용되는 동안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벌칙 기간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근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이전 벌칙의 횟수에 따라
다양해 집니다.

ABAWD란 무엇입니까?

ABAWD는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le-bodied adult without dependents, ABAWD)의 줄임말입니다.
연방 법률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은 36 개월 동안 3 개월 이상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근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최소한 80
시간 동안 적합한 근로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의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 배제 정책에 따라 예외를 부여 받거나 미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승인한 면제 조항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근로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주의 지역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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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있습니까?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근로 요건의 적용을 받고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 근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지원(Temporary Assistance) 및/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할당된 근로
활동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부모 또는 다른 성인이 18 세 미만의 개인과 함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가구에 거주할 경우,
18세 미만 이거나 50세 이상인 경우,
임산부인 경우,
육체적 한계 또는 정신적 한계로 인해 월 최소 80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퇴역군인 업무 장애 보상(Veterans Affairs disability compensation) 수당 수혜자인 경우, 또는
뉴욕주 장애 수당(New York State disability benefits)처럼 공적 기관 또는 사적 기관의 장애 수당
수혜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3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은 매월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
•
•
•

최소 80시간의 근로 활동("현물 지급" 근로 및 자원봉사 업무 포함),
최소 80시간 동안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에서 승인한 자격을 갖춘 근로/훈련
프로그램에 참석,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최저임금 중 더 높은 쪽 최저임금으로 나눈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의 월간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근로 경험 프로그램(Work Experience Program, WEP) 과제 준수,
구직, 취업 준비, 직무관련 기술 훈련, 교육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인력 혁신 및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또는 미국통상법(Trade Act)에 따른 프로그램에 최소 80시간 참여, 또는
최소 80 시간 동안 근로 또는 자격을 갖춘 근로 프로그램의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3 개월 이상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거나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ABAWD)은 사회보장서비스 지역사무소(social services
district)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사무소는 개인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의 취업 및 훈련 프로그램(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E&T Program)은 무엇입니까?

뉴욕주 전 지역에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취업 및 훈련 프로그램(SNAP E&T)을 통해 업무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39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벤처 IV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취업 및 훈련 프로그램
(Venture IV SNAP E&T Program)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가 취직할 수 있도록 기술, 훈련 또는
직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 또는 물질 남용 기록, 낮은 글 읽기 쓰기 능력, 제한된 직장 경력,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제한된 영어 숙련도 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취업 장벽에 직면한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자격이 되는 청소년에게 혜택을 줍니다.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참가자가 현지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증명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지 노동력 투자
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정보 보고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나 가구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프로그램의 요건을 정의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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