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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4,44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팬데믹 비상 지원 기금으로 아동 218,300명 이상 의 교육 비용 및 영아 영양 지원 제공  

  

공공 지원 등록 가정은 만 3세에서 17체 아동 1명 당 1회성 지급금 214 달러, 만 3세 미만 

영아 150 달러 수령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교육 및 영양 비용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팬데믹 기금에서 4,44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을 통해 관리되는 팬데믹 긴급 지원 기금(Pandemic 

Emergency Assistance Fund)은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PA) 대상 뉴욕 주민에게 

만 3세에서 17세 아동 1명 당 일회성 지급금 214 달러, 만 3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150 

달러를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뉴욕의 가정은 여전히 팬데믹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올해 가을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준비를 마쳤으며, 이번 일회성 보조금 지급은 주 전역의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에게 교육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입니다. 이것은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입니다."  

  

8월 12일부터 OTDA는 만 3세에서 17세 아동이 있는 공공 지원 수혜자에게 1회성 

지급금 214 달러를 지급합니다. 기관은 약 3,930만 달러를 총 지급할 것이며, 약 184,000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OTDA는 만 3세 이하 영아의 영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지원 대상자에게 영아 

1인당 150 달러를 지급합니다. 기관은 34,300명 이상의 영아에게 5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팬데믹 긴급 지원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가난한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금은 연방 지침에 



따라, 특정 단기 상황 또는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영향을 받는 가정에 

비반복적 혜택을 발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공 지원(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개인과 가족이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매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직하거나 일할 수 없는 5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 

및 어린이들을 지원합니다.  

  

Daniel W. Tietz 임시 및 장애지원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에게 교육 비용과 기타 학교 관련 지출은 올 가을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보내려는 가족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공공 지원 대상 

가정이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Brian Higgin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헀습니다. "우리는 아동 조세 크레딧(Child Tax 

Credit) 지급금 등 힘든 가족들에게 추가 지원이 가져오는 실질적 의미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리더십을 발휘해 보조금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여 점심 비용, 학용품, 옷, 신발 등 새로운 학년 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헀습니다.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는 일은 특히 지금처럼 지역사회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아이와 

가족들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한 이번 

의회 팬데믹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 지역구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보조금을 통해 월간 비용을 지급하고 다가오는 새 학기에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우리 뉴욕주 전역의 ㅏ족을 지원합니다."  

  

팬데믹 긴급 지원 기금은 본질적인 필요로 수십만 명의 저소득 뉴욕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월 OTDA는 기저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어린이당 140달러로 공공 지원 또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130,000 가구에 이 기금에서 약 1,9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4월 그 기금은 28,000개 이상의 다세대 가구에 730달러의 식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지원금은 주 전역에서 2,130만 달러를 지급해 만 55세 이상의 약 

31,500명의 성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5월, 공공 지원 대상 가족으로 만 17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주거 비용, 공과금 및 

기타 주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250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약 110,000개 가정에 총 

2,7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되어 어린이 216,0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OTDA는 또한 가정폭력예방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과 

협력하여 저소득 가정폭력 생존자 지원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관은 가정폭력 생존자 및 가족에게 1,25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54c9569257e47242fda08da7bb0ece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829706897065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IGbOr%2F%2F%2BqcLhl4nyROIeXb2J8ZPYSCeOhxTE0N3vu4%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81741281951093368525889B00568F2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754c9569257e47242fda08da7bb0eced%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5829706897065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Bm7Vq1JukpidUkmOtgtFaeZX09zqr%2Bw59eYJXHg41A%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