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2월 2억 3,400만 달러의 추가 식량 지원 발표  

  

모든 SNAP 가정은 12월 최대 수준의 식품 혜택 수령  

  

식품 지원 수당은 2월까지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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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ce Program, SNAP)에 등록된 모든 뉴욕 주민들은 12월에 식품 지원을 최대 

허용 수준까지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최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포함하여 보충적 영양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가구는 이번 달 추가 할당금을 

수령하게 되며, 그 결과 뉴욕주 경제에 약 2억 3,4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이 투입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혜택은 팬데믹 내내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SNAP를 위한 2억 3,400만 달러는 가계 예산이 특히 경색되는 휴가철과 추운 

겨울철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 지원 보조금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감독하는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인 SNAP를 받는 모든 가구에 

제공될 예정입니다.이미 가구 규모 대비 최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와 기존에 월 95달러 

미만의 추가 혜택을 받았을 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는 최소 95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이외의 모든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SNAP 가구는 12월 22일 목요일까지 

게시되는 이러한 추가 혜택 게시물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SNAP 

가구들은 12월 28일 수요일까지 혜택 게시물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OTDA는 2020년 4월부터 매월 최대 급여액보다 적은 급여액을 받는 SNAP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보충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뉴욕주의 긴급 선언이 

만료되자 기관은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연방 선언이 만료될 때까지 모든 SNAP 가구를 



위해 최대 할당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연방 선언은 현재 1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OTDA는 이러한 수당을 2월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주민의 SNAP 의존도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28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을 포함한 160만 가구 이상이 10월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주 전체의 

SNAP 혜택 수령인은 9월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1년 10월 2.2%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중요한 혜택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Daniel W. Tietz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음식 혜택은 

우리 주 전역의 수많은 가족들과 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식량 불안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 달러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 누구도 다음번 식사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21년 통합적용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및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팬데믹 기간 중 기근 

방지 SNAP 프로그램을 이례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방 자금의 

추가 지원을 두 배로 늘려 고군분투하는 가족을 지원합니다. SNAP은 많은 뉴욕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뉴욕 주민들이 

굶주리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연방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할당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부양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가 시즌에 접어들면서 약간의 숨통을 틔울 것입니다. SNAP는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식량 불안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필수적인 

자원이며, 저는 이 연방 기금을 주 정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oe Morell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부양하고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SNAP 혜택을 위한 연방 기금을 전달한 것이 자랑스럽고, 이러한 추가 긴급 지원을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SNAP은 뉴욕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주 

경제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SNAP의 영향에 대한 연방 

연구에 따르면, SNAP 식품 지원에 연방 자금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최대 1.54달러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주 인구의 약 14%가 작년에 SNAP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 수당은 어려움에 처한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rs.usda.gov%2Famber-waves%2F2019%2Fjuly%2Fquantifying-the-impact-of-snap-benefits-on-the-u-s-economy-and-jobs%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3a3c45e52050493f9f5708dae2a58a0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4978593745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Ke4ch%2FbmPGlru%2FoSwwITtiNYfg8iZl3lLVk7VXWj9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ers.usda.gov%2Famber-waves%2F2019%2Fjuly%2Fquantifying-the-impact-of-snap-benefits-on-the-u-s-economy-and-jobs%2F&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3a3c45e52050493f9f5708dae2a58a0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4978593745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Ke4ch%2FbmPGlru%2FoSwwITtiNYfg8iZl3lLVk7VXWj9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bpp.org%2Fresearch%2Ffood-assistance%2Fa-closer-look-at-who-benefits-from-snap-state-by-state-fact-sheets%23New_York&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3a3c45e52050493f9f5708dae2a58a0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4978593745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VTwQ8dOGZL%2F1TdDLVzqD7S%2FaQy2YootcX06SL%2FRdWA%3D&reserved=0


수급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고 약 48%는 55세 이상의 성인이나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전 달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은 수령인의 기존 전자 혜택 이체(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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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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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세요. 등록에 관심이 있는 뉴욕 시민들은 mybenefits.ny.gov을 방문하여 SNAP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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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otda.ny.gov%2FSNAP-COVID-19%2FFrequently-Asked-Questions.asp&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3a3c45e52050493f9f5708dae2a58a0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4978593745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hiMBtXCaD6l1ymquZsIDQRLDrN4G9m03m4I3aRjZV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mybenefits.ny.gov%2Fmybenefits%2Fbegin&data=05%7C01%7CGlenys.Rivas2%40otda.ny.gov%7C3a3c45e52050493f9f5708dae2a58a0a%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149785937457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xLrpiDHJ42Bp9LOYG8aSegFkfpdOJK4iAdkEYwKp%2FTg%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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