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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11월에 뉴욕 주민을 위한 추가 식품 지원에 2억 3천만 달러 배정 

발표  

  
최대 수준의 식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SNAP 가정  

  

올해 현재까지 식품 보충 지원금 22억 달러 이상 배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보충적 영양 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등록된 모든 뉴욕 주민들은 11월에 식품 지원을 최대 

허용 수준까지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SNAP에 참여하는 모든 가구들은, 이미 최대 

지원을 받은 가구들까지, 이달 후반에 추가 할당을 받을 예정이며, 연방 기금 약 2억 

3천만 달러를 뉴욕주 경제에 유입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뉴욕 주민들도 굶주림과 식량 불안 

가능성에 직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끼니를 어떻게 이을지 걱정할 때,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거나 어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충적 

식품 보조는 뉴욕주의 모든 주민이 생계를 꾸리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충분한 

음식을 마련하도록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시 외곽 모든 카운티의 SNAP 참여 가구들은 지금부터 11월 19일 사이에 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5개 카운티 지역의 SANP 참여 가구들은 오늘부터 

이달 말일 사이에 혜택이 게시됩니다.  

  

비상 보충 보조금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연방 기금 지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SNAP에서 

통상적으로 매월 최대 허용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미 

최대 혜택 수준에 근접했거나 최대 수준에 도달한 가구에는 최소 95달러의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OTDA 부국장 Barbara Gui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충적 식품 지원은 뉴욕 

주민들의 식품 불안을 돕는 데 계속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되는 공중 보건 



위기를 아직도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생계를 

꾸리도록 도울 수 있는 여전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전 달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은 수령인의 기존 전자 혜택 이체 계정으로 직접 

전달되며 기존 EBT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NAP 혜택과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혜택은 승인된 소매 음식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모든 SNAP 혜택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뉴욕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SNAP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뉴욕주 

전역에 277만 명 이상의 SNAP 수혜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SNAP의 영향을 수량화하는 연방 연구에 따르면, 식품 지원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최대 1.54달러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SNAP 혜택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 전국적으로 약 

13,56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상 보충 SNAP 지원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뉴욕주민들은 mybenefits.ny.gov에서 SNAP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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