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위한 태풍 샌디 재난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Q: 재난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D-SNAP)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D-SNAP 혜택이란 태풍 샌디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일시 식료품 지원 

혜택입니다. 뉴욕 시는 2012 년 태풍 샌디가 발생한 후 특정한 우편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D-SNAP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Q: 장애인을 위한 D-SNAP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D-SNAP PD)은 D-SNAP 수혜 자격 대상이었으나 

장애로 인해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D-SNAP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D-SNAP PD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 년 10 월 27 일에 다음 중 한 지역에 거주했던 경우 

o Coney Island, Brooklyn: 우편번호 11224 및 11235 

o Red Hook, Brooklyn: 우편번호 11231 

o Allen Avenue 보다 남쪽의 Gerritsen Beach, Brooklyn: 우편번호 11229 의 일부 구역 

o Lower East Side, Manhattan: 우편번호 10002 

o Southeast Shore, Staten Island: 우편번호 10306 

o Seaview Avenue 보다 남쪽의 North Midland Beach, Staten Island: 우편번호 10305 의 

일부 구역 

o The Rockaways, Queens: 우편 번호 11691, 11692, 11693, 11694 및 11697 

 그리고 2012 년 10 월 27 일에서 2012 년 11 월 25 일 사이에 자택 또는 자영업 사업에 

피해를 입거나, 태풍과 관련하여 수입의 손실 또는 기타 재난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장애로 인해 2012 년에 D-SNAP 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참고: 2012 년 10 월에 SNAP 혜택을 받았거나 2012 년 12 월에 D-SNAP 를 신청한 사람은 D-SNAP PD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어디서, 언제 지원할 수 있나요? 

D-SNAP PD 신청서는 아래에 나열된 장소에서 2015 년 10 월 3-4 일, 10-11 일, 17-18 일 및 24-25 일에 

오전 8 시 30 분에서 오후 6 시까지 접수합니다. 

 Coney Island Job Center, 3050 West 21st Street, Brooklyn, NY 11224 

 Richmond Job Center, 201 Bay Street, Staten Island, NY 10301 

 Rockaway Job Center, 219 Beach 59th Street, Far Rockaway, NY 11692 

 Union Square Job Center, 109 East 16th Street, New York, NY 10003 

 Clinton Hill Job Center, 495 Clermont Avenue, Brooklyn, NY 11238 
 

질문: 다른 신청 방법이 있나요? 

예.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상기의 D-SNAP PD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HRA 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Infoline 에 929-221-0047 번으로 전화해 가정 방문 일정을 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nyc.gov/hra 를 참조하거나 HRA Infoline 에 929-221-0047 번으로 전화해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