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주도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전자 수당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 

 

새로운 데빗카드, 2019년 봄까지 뉴욕 전 지역에서 30만 가구가 넘는 WIC 가정을 위한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미국 농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2020년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뉴욕에서 eWIC 기술 채택 구현 

 

WIC 수당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도구인 모바일 앱 WIC2Go 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자수당이체 카드인 eWIC의 사용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카드의 사용으로 종이 수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여성, 

유아, 아동(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족들이 WIC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도 지역 시범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이 기술을 처음으로 구현한 것으로, 12,000 명의 지역 WIC 참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eWIC 기술은 2019년 봄까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WIC 

클리닉과 벤더에서 체택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필수적인 영양과 

자원을 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치심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이 발전된 기술은 이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의 가족들이 WIC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로서 제가 자식들에게 다음 끼니를 

먹일 수 없다는 현실에 처한다면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eWIC 

시스템은 구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구입할 때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뉴욕 가정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양가 있는 식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데빗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eWIC 덕분에 WIC 수당을 보다 신중하게 쇼핑에 사용할 

수 있고, WIC 벤더들은 더욱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eWIC 

기술로 해당 가정들은 향후의 사용을 위해 쇼핑시 사용하지 않은 모든 수당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올버니의 Whitney M. Young Jr. 보건소(Whitney M. Young Jr. Health 

Center)는 이 신기술을 선보인 최초의 WIC 클리닉이었습니다. eWIC를 사용한 최초의 

구매는 오늘, 올버니의 델라웨어 애비뉴(Delaware Avenue) 소재 마켓 32(Market 

32)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eWIC 외에도, WIC 식품을 보다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WIC2Go라는 새로운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WIC2Go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WIC 수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또한 계정 잔액을 확인하고 예정된 WIC 예약을 확인하며, WIC 벤더와 클리닉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WIC는 영양가 있는 식품, 영양 교육, 건강한 생활을위한 조언, 모유 수유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자격이 되고 어린 자녀가 있는 뉴욕 가정 및 임신부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소개합니다. 공인 영양사들이 영양에 관한 일대일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WIC 사이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매달 40만 명이 넘는 여성, 

유아, 아동들에게 뉴욕주 전 지역의 클리닉 400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IC 식품 수당은 뉴욕주 전 지역의 승인된 WIC 매장 약 3,000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성(USDA)의 재정 지원과 감독을 받습니다. 미국 

농무성(USDA)은 모든 주들이 2020년까지 eWIC 기술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버니, 스키넥터디, 렌셀러 카운티의 클리닉 및 벤더에서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eWIC은 뉴욕주 전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미국 농무성(USDA)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주도 지역 내의 나머지 카운티에서는 

2018년 가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2019년 초에 다운스테이트로 옮겨가기 

전에, 2018년 가을과 겨울에 업스테이트 뉴욕, 센트럴 뉴욕,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등지에서 eWIC을 계속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다운스테이트 클리닉 사이트가 

2019년 봄에 eWIC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부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쉽게 섭취하는 것은 뉴욕의 여성과 아동들의 복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eWIC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WIC 프로그램 참여 가정들이 쇼핑을 하고 

수당을 얻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 종합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을 위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보급하고,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Whitney M. Young 보건소(Whitney M. Young Health Center)의 Katie Palmer WIC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itney Young WIC 프로그램이 새로운 NYWIC/전자 

수당 프로그램(Electronic benefit program)을 테스트하기 위한 뉴욕주 최초의 WIC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참가자들이 eWIC 카드 사용을 

시작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쇼핑을 훨씬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게 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물품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릴레이션스 앤드 컨슈머 서비시스(Public Relations and Consumer 

Services)의 Mona Golub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차퍼(Price 

Chopper)/마켓 32(Market 32)는 뉴욕 여기에서 WIC 시스템이 진화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소매업과 e-WIC 시스템 간에 현재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제 프로세스는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프로세스입니다.” 

 

아버지, 조부모, 위탁 부모, 기타 보호자들은 유아 및 어린 자녀를 위해 WIC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 가정이 수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메디케이드(Medicaid),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SNAP)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위한 한시적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 등에 등록된 사람들은 WIC의 소득 

자격을 자동적으로 충족시킵니다. 지역 클리닉을 찾으시려면 신청자는 성장기 건강을 

위한 직통 상담전화(Growing Up Healthy Hotline) 1-800-522-5006 번으로 전화하거나,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웹 사이트 

www.health.ny.gov/wic를 방문하거나, WIC2Go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WIC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www.health.ny.gov/wic를 방문하시고, 벤더는 www.nyswicvendors.com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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