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연방 정부의 충격적인 예산 삭감을 거부할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  

  

신선한 식품과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기 힘들게 만들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뉴욕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Trump 대통령의 “하비스트 박스(Harvest Box)” 제안  

  

충격적인 제안에 따라 최대 30 퍼센트까지 수당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백만의 가구, 

어린이, 고령자  

  

112,0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로 요건 면제 폐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SNAP)에 대한 연방 정부의 

충격적인 예산 삭감을 거부할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NYS OTDA)의 

초기 분석에 의하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금을 약 30 퍼센트 삭감하는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라 125만 가구 또는 23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 대한 월간 식품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행정부의 하비스트 박스(Harvest Box) 

제안은 기업에 대한 감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중요한 지원금을 삭감하여, 

이 행정부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프로그램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뉴욕의 굶주리고 

있는 가정에 제공되는 식품을 빼앗으려는 이 시도를 연방 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은 28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 또는 약 160만 가구에 대한 

식품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의 약 삼분의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수혜자의 43 퍼센트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총 수혜자의 27 퍼센트는 식품을 구입하기에 



 

 

소득이 부족한 가구입니다. 이 삭감안은 뉴욕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 

중 약 80 퍼센트의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서 수당의 일부가 모든 식품에 균일하게 한 

사이즈로 적용되는, 사전에 포장된 식품 상자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충격적인 수당 삭감에 직면하게 되는 가구와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개인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수당  

뉴욕시  754,306  1,332,530  2,326,394,651 달러  

주의 기타 지역  525,269  974,466  1,465,408,252 달러  

뉴욕주  1,279,575  2,306,996  3,791,802,903 달러  

  

경제 분석에 의하면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1 달러가 

약 1.70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하비스트 박스(Harvest 

Box)” 프로그램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일부늘 다음과 같은 식료품 

박스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우유 제품, (2) 즉시 먹을 수 

있는 시리얼 제품, (3) 파스타, (4) 땅콩 버터, (5) 콩, (6) 과일 및 채소 통조림. 이 옛날 

방식의 제안을 통해,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이 지출할 수 있는 수당을 절반으로 줄인 예산 

삭감은 뉴욕주의 경제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기 위한 가정의 구매력 두 가지 

모두를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비스트 박스(Harvest Box)” 제안은 저소득층의 주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수혜자들이 중앙화된 유통 센터에 직접 가야할 경우, 

많은 주민들이 한달 동안 사용해야 하는 너무 큰 사이즈로 미리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대중 교통 수단에 의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식품 상자를 수혜자 개개인의 집으로 

배송할 경우, 안전하고 확실한 배송이 문제가 되고 더불어 천문학적인 물류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기타 예산 삭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최고로 제공하여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도록 저소득층 주민 개개인을 

지원하는, 뉴욕에 대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영양 및 교육 

보조금(Nutrition and Education grants) 2,300만 달러 삭감.  

•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뉴욕 주민 약 91,000 명의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한 명이나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최저 수당 삭감  

• 고령자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다세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 대가족 

수당이 제한될 것입니다.  

• 50 세에서 62 세 사이의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 요건 대상 연령을 높이면서, 동시에 

규정이 매우 엄격한 연방 정부의 근로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주정부의 허가권 폐지 이에 따라 112,0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 자격을 

확대하여 더욱 쉽게 혜택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진보적인 계획에 위협이 됩니다.  

• 수혜 자격 소득에 대한 최저한도가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130 

퍼센트에서 150 퍼센트로 상향 조정된 이후, 근로자 가정은 수당을 잃을 위험 

없이 현재의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전 지역의 수 많은 농민 직거래 장터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지역 농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FreshConnect Checks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농민 직거래 장터에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5 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수혜 가족의 구매력을 40 퍼센트 증가시키는 2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수당을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격이 되는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홍보를 위한 기금이 

450만 달러 넘게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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