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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30만만만만 가구의가구의가구의가구의 SNAP 혜택을혜택을혜택을혜택을 위해위해위해위해 4억억억억 5700 만만만만 불을불을불을불을 유지할유지할유지할유지할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발표발표발표발표 

 

조치는조치는조치는조치는 연방연방연방연방 농업농업농업농업 법의법의법의법의 한한한한 부분으로부분으로부분으로부분으로 효력을효력을효력을효력을 가진가진가진가진 감축을감축을감축을감축을 부정부정부정부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는 약 1년에 4억 5700만 불을 영양보충 보조 프로그램(SNAP)의 

혜택을 위해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연방 농업 법에 

의하면 감축되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SNAP의 혜택을 삭감하면서 정부 보조 

주택이나 특정 관리를 받고 있는 뉴욕의 영향을 받는 가구들에게 월 127 불의 평균 급여 삭감 

예정되었다. 국가에 의한 이 조치는 뉴욕에 있는 약 30 만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뉴욕 주는 국가의 SNAP 프로그램 삭감으로 인해 중요한 식량 자원을 잃게 되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삭감은 

우리 주의 가장 취약한 거주자들이 음식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을 대신하여 

개입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는 임시 및 장애 지원 담당국(OTDA)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가구를 위해 SNAP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의 자금 조달에서 약 6백만 

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은 가정용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HEAP) 열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상황의 SNAP 수혜자의 혜택을 증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높은 HEAP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가정들은 그들의 에너지 비용을 위해 현재 받는 수준으로 SNAP 혜택을 받는 

높은 SANP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SNAP 혜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혹한 감축의 영향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하여 뉴욕 주의 많은 저소득 가구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TDA 위원 Kristin M.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상원 의원 Kirsten Gillibrand은 “뉴욕의 가정이 농업 법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Cuomo 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뉴욕의 굶주림을 사전에 막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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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웅적인 단계입니다.  다른 주지사들도 그의 강한 리더십을 따르길 희망합니다.” 

 

뉴욕의 UJA 연맹의 부사장 겸 CEO, John Ruskay 박사는 “우리는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음식에 필수적인 지원을 확신하기 위한 주지사의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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