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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고령자 및 장애인 뉴욕 주민을 위해 식량 지원의 접근성을 완화하는 

조치 발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신청 간소화 및 수당 수령 기회 확대 등 변화  

  

수혜 대상 고령자의 식량 불안 해소 목적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고령자 및 장애인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참여하여 식량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목적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SNAP 신청 간소화, 재인증 전 가구 수당 

수령 기간 연장, 재인증 절차 중 인터뷰 완료 조건 삭제 등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령자 및 

장애인 커뮤니티 중 일부는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다른 집단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SNAP 수당 수령이 용이해지면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음 끼니를 걱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정 수익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식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뉴욕에서 SNAP을 운영하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신청절차 

간소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신청 양식 간소화는 SNAP 신청 및 재인증 

모두에 적용되어, 고령자 및 장애인은 쉽고 간편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 

신청자는 앞뒤가 있는 한 장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혜택을 신청하거나 

재인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수혜 대상인 뉴욕 주민은 또한 36개월 동안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과거 재인증 기간보다 12개월 연장된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더 이상 수당 

재인증을 위한 인터뷰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의무 조항은 재인증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SNAP 참여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지만, 이 

비율은 여전히 주의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수혜 대상 노인과 장애인의 약 70%가 

수당에 등록한 상태이며, 이는 주 전체의 참여율 추정치인 약 89%보다 낮습니다.  



  

이 낮은 참여율에 대해 제시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신청 양식의 

길이와 복잡성입니다. 일반 신청서에는 가정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9페이지의 

질문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 및 장애인은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며 

일반적으로 가정 변경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대상 SNAP 수당 제공으로 건강 수준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SNAP은 장기 돌봄 시설 이용, 의료 비용, 응급실 방문 감소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SNAP 수당 수령은 또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정된 자원을 

처방약 및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Barbara C. Guinn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NAP 수당 

신청 및 유지를 용이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취약 계층 뉴욕 주민들이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NAP 혜택을 더욱 많은 뉴욕주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Greg Olsen 노령화국(Office for the Aging)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자에게 

식량 불안은 만성 질환, 질병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 공급이 팬데믹 

대응 노력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식량 조달을 

위한 가정 배달 모델을 크게 확대해왔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SNAP 혜택을 비롯하여 

굶주림을 겪고 있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비상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고령자 식품 지원 지속 등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진행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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