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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공공 보조금 수혜자 보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를 위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  

  

법안(S.3178A/A.5817A)에 따라, 사회복지청은 수혜자의 기본권을 의무적으로 공고  

  

법안(S.8972A/A.9749B)에 따라,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수혜자 일부는 
전자 수당 송금(EBT)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 두 개 수령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공 보조금 수혜를 받는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개의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법안은 복지 신청자의 권리를 투명하게 보호하고 식품 지원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계속 회복하는 가운데, 공공 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릴 때의 권리를 알리고 가족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누구도 식품이나 보육 불안정, 노숙,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를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공공 지원을 받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기쁩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뉴욕 주민이 필수적인 

사회복지 및 공공 수당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안 패키지는 투명성을 개선하고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안(S.3178A/A.5817A)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수혜자들에게 공정한 의견 청취 권리, 비상 지원 요청권, 모든 수당 및 서비스 신청권, 

보육 지원 신청권, 무료 언어 서비스 요청권, 가정 폭력의 경우 스크리닝 및 특별 

서비스권, 서명 고지권 등 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통보해야 합니다.  

  



James Sanders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 지원이 필요한 뉴욕 주민은 

권리와 혜택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안은 자신 및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Pamela J. Hunt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청취, 비상 지원, 

기타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청이 물리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게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법안(S.8972A/A.9749B)에 따라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 SNAP)은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있는 

가정에 두 개의 전자 수당 송금(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욱 편리하게 

수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ulia Salaza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이고 필수적인 법안 

S8972A 을 제 동료인 Simcha Eichenstein 하원의원과 지지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많은 조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후견인이 승인받은 수당을 지급받아 하나의 카드를 돌려 쓰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SNAP 은 매년 4,000 만 명의 미국인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이 중 

180 만 명은 뉴욕 주민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조치이며, 법안을 지원해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스템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토록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imcha Eiche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AP 수당을 수령하는 가족이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어려움을 계속 겪는다면 이들의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제 

가장 두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돌려 쓰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적인 법안은 

절망적인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번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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