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FAQ): 
SNAP 고객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HIP)

질문: HIP가 무엇인가요?

대답: HIP는 SNAP 혜택(푸드 스탬프라고도 함)으로, 농부로부터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구
입하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HIP는 고객께서 더 많은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
와드리는 매사추세츠주만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HIP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대답: 저희 HIP 소매업체에서 SNAP 혜택을 사용해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시면 됩니다.그
러면 월 한도 내에서 환급 대상 과일과 채소에 지출하는 SNAP 금액이 즉시 EBT 카드에 
환급됩니다.

중요 사항: 과일과 채소에 SNAP 혜택/푸드스탬프를 사용하셔야 HIP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HIP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급 대상 상품을 구입하면 EBT 카드에 해
당 금액이 바로 지급됩니다. SNAP 잔액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
제나 그렇듯이, SNAP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SNAP 식품에 그 잔액을 사
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HIP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답: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NAP 가구 내 인원수가 1~2인이면 한 달에 최대 40달러
• SNAP 가구 내 인원수가 3~5인이면 한 달에 최대 60달러
• SNAP 가구 내 인원수가 6인 이상이면 한 달에 최대 80달러

기억해야 할 사항: 이 금액은 매월 받는 일반 SNAP 혜택에 추가적으로 매달 EBT 카드
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질문: HIP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답: 주 전역의 참여 사이트에서 HIP 환급 대상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머스 마켓(농산물 직거래 시장)
• 모바일 파머스 마켓
•팜 스탠드(농산물 가판대)
•공동체 지원 농업(CSA) 팜 셰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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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o be healthy!
Fresh. Canned. Dried. Frozen.



질문: HIP 소매업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대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https://massnrc.org/farmlocator/map.aspx 에 접속(Nutrition Program 하단의 HIP 선택) 
• mass.gov/HIP 에 접속
• Project Bread의 FoodSource 핫라인에 1-800-645-8333번으로 전화

팁: 장을 볼 때 HIP 로고가 있는 상점인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농부가 HIP에 참여하는 것
은 아닙니다.

슈퍼마켓 같은 일반 식료품점에서는 HIP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HIP를 통해EBT카
드에 환급받은 금액을 SNAP를 사용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기타 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HIP 농장 과일과 채소 중 HIP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답: 신선, 통조림, 건조 및 냉동 과일과 채소입니다. 설탕, 소금, 지방 또는 오일 이 첨가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파
• 배
• 브로콜리
• 토마토 통조림
• 애플소스
• 냉동 베리
• 말린 버섯
• 신선 허브
• 채소 씨앗
• 텃밭용 모종 등(토마토 씨앗 또는 토마토 모종)

환급 대상이 아닌 식품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소, 과일주스(애플 사이더 포함)
• 장식용 과일과 채소
• 건조 향신료와 허브

질문: EBT 카드 잔액이 현재 0달러입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 HIP를 받을 수 있나요?

대답: 아니요. HIP를 통해 금액이 카드에 환급되기 전에EBT카드에 이용 가능한 SNAP이 
있어야 과일과 채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해당 월에 SNAP 혜택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다음 달 SNAP 발급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HI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월 HIP 한도는 언제 시작되나요?

대답: HIP 월 한도는 매월 1일에 시작됩니다. SNAP 혜택을 받은 날에 동일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시: Sally Smith는 SNAP 1인 가구입니다. Sally의 월 HIP 한도는 40달러이고, 매월 13
일에 SNAP 혜택을 받습니다. 6월 1일에 Sally가 HIP 환급 가능 식품 20달러어치를 구
입했습니다. 이제 남은 6월 환급 가능 금액은 20달러입니다. Sally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40달러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총 HIP 한도를 모두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 SNAP 혜택을 다른 식품에 사용하기 전에 HIP 과일과 채소를 먼저 구입하십시오.

예시: Jon Snow는 SNAP 혜택으로 300달러를 받습니다. Jon은 월 SNAP 혜택을 받은 후 현
지 파머스 마켓에 가 과일과 채소를 모두 구입합니다. 그래서 Jon은 월 HIP 한도인 60달러
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SNAP를 다른 식품에 사용했습니다.

질문: 이번 달에 HIP 인센티브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답: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HIP 환급 대상 과일과 채소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확인하십시오. 아래와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SNAP/EBT 계정 잔액
• 이번 구입으로 환급받은 HIP 인센티브 금액
• 이번 달에 환급받은 HIP 인센티브 금액

2.귀하의 EBT 카드 뒤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십시오(1-800-997-2555). 그러면 아래와 같
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SNAP/EBT 계정 잔액
• 이번 달에 HIP를 통해 카드로 환급받은 금액.



질문: 월 HIP 한도를 모두 환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에 HIP를 초과로 더 환
급받을 수 있나요?

대답: 아니요. HIP 월 한도는 매월 똑같고, 월 1일에 시작됩니다.

질문: HI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답: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Project Bread의 FoodSource 핫라인에 1-800-645-8333번으로 전화
• www.mass.gov/hip

질문: HIP 환급 대상 식품이 나와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대답: 매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심
장질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건강한 체중 유
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가족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mahealthyfoodinasnap.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에 접속

견본 영수증

이 것은 귀하의SNAP시작 잔액을보여
줍니다. "SNAP Purchase”(SNAP구입
액)는EBT 카드로 구입하신 금액입니
다. "HIP Earned"(HIP 환급 금액)는 구

입액 중 HIP 환급대상 금액입니다.
"SNAP Purchase" (SNAP 구입액)는 즉
시"HIP Earned"(HIP 환급 금액)만큼 
환급됩니다. 따라서SNAP 잔액에 변

화가 없습니다.

"HIP	Earned	MTD"(현재까지 HIP 환급
금액)는이번 달에 환급을 받은HIP 금
액입니다. 월 HIP한도(40달러, 60달
러 또는 80달러)에서 "HIP Earned 

MTD"(현재까지HIP 환급 금액)를 빼
면이번 달에 받을 수 있는HIP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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