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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7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750,000명의명의명의명의 맞벌이맞벌이맞벌이맞벌이 가정이가정이가정이가정이 영양지원영양지원영양지원영양지원 자격자격자격자격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추가되었다고추가되었다고추가되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SNAP 확대로확대로확대로확대로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6억억억억8,800만달러의만달러의만달러의만달러의 추가추가추가추가 연방교부금을연방교부금을연방교부금을연방교부금을 받게받게받게받게 되다되다되다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50,000명의 맞벌이 가정들이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또는 SNAP 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뉴욕의 맞벌이 주민들 

사이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시정연설에 개략적으로 

소개되었듯이, 뉴욕주는 맞벌이 가정이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SNAP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 주지사의 굶주림 퇴치 태스크포스의 권고를 채택하였습니다. 

7월 1일에 발효되는 SNAP 확대는 뉴욕주에 제공되는 연방 추가 지원 SNAP 수당 중 

연간 6억8,850만 달러를 받게 될 전망이며, 연간 12억7,0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뉴욕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배고프게 지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뉴욕주가 탄생하게 된 바로 그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활동은 수십만 뉴욕 가정의 식탁에 음식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줄 

것이며, Empire State에서 배고픔이 영원히 근절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입니다."  
 

SNAP 수령 자격은 수입과 가구 인원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원들의 나이와 장애와 같은 

기타 요소들도 수령 레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NAP 신청자들은 2개로 나눠진 

테스트를 통과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실제 또는 순 소득과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전에 총소득 테스트라고 하는 첫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신청자의 전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수준의 130% 이하 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77달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SNAP을 관리하는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사무국에게 총소득 테스트 레벨을 

빈곤수준 150%로 상향하거나 모든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3인 가족 기준 월 

2,512달러로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SNAP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750,000개 가구로 수령 자격이 확대됩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임시장애인지원실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저소득 맞벌이 가구가 식품불안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에 대처하고 영양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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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지사의 아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reshConnect 수표수표수표수표 

또한 SNAP 참가자들은 받은 수당을 사용하여 뉴욕에서 참가 파머스 마켓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 옵션을 구매할 수 있으며, FreshConnect 수표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 수당을 

더욱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뉴욕주 농업시장부가 관리하는 FreshConnect 수표를 위한 기금은 425,000달러로 

증가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FreshConnect 수표는 

사용되는 SNAP 수당 5달러마다 2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농장주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SNAP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40%나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 시즌의 수표는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시장 지도를 보려면 

http://freshconnect.ny.gov/를 방문하십시오.  
 

2011년부터 뉴욕주의 SNAP 참여자들은 240,000여개의 수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농업부농업부농업부농업부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특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reshConnect 수표가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SNAP 수령 자격이 되는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뉴욕주의 활동과 함께 배고픈 뉴욕주민들에게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뉴욕주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처리해주신 Cuomo 주지사와 OTDA에 감사 드립니다.” 
 

파머스파머스파머스파머스 마켓에서의마켓에서의마켓에서의마켓에서의 SNAP: 

SNAP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파머스 마켓에서, 고객들은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를 사용하면 SNAP 수당으로 1달러와 5달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식품 구입 시 파머스 마켓 내에서 현금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파머스 마켓 

중 최대 SNAP 현금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Rochester 시의 Public Market은 

2015년에 624,000달러의 상품권을 7,000여명의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SNAP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 농무부로부터 받은 SNAP 

파머스 마켓 지원 교부금으로 용도 변경 선적 컨테이너를 마련하였습니다. SNAP 상품권 

센터를 두기 위한 이 창의적이고 저렴한 대안은 점점 더 많은 수의 고객들이 SNAP 

상품권을 구매하여 연중 열리는 마켓에서 115명의 농장주들과 푸드 벤더로부터 식품을 

구매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Rochester의의의의 Lovely A. Warren 시장은시장은시장은시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Rochester 시의 Public 

Market은 저소득 시민들이 건강하고 신선하며 저렴한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파머스 마켓 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우리 커뮤니티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주신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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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활기찬 이웃을 만들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핵심입니다.” 
 

배고픔배고픔배고픔배고픔 근절근절근절근절 태태태태스크스크스크스크 포스포스포스포스 

2013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굶주림과 싸우고 신선한 로컬 푸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배고픔 근절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시정 연설에서 뉴욕주가 총소득 테스트를 제기하는 것 외에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많은 권고안들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권고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2020년까지 뉴욕주의 비상 삭량으로 450만 달러의 연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250만 달러를 지원할 것. 

� 뉴욕주에서 배고픔 근절 문제를 항시적으로 다루기 위해 뉴욕주 배고픔 및 식품 

정책 협의회를 창설할 것. 
 

� 아동 케어 프로그램, 성인 데이 케어 센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보호소에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에 좋은 식사비를 보조하는 연방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동 및 성인 케어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250,000달러의 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 SNAP 수당으로 구매 활동을 하고 EBT(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카드를 

신용카드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 카드 사용 시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도록 EBT 

카드 모양을 새로 디자인할 것.  
 

Charles B. Ra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NAP은 빈곤 퇴치 시 가장 

효율적인 도구 중의 하나로, 수백만 명의 학부모, 노인,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청구서 요금을 납부하는 것과 자녀들을 

먹이는 일 중에서 절대 선택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주민들과 뉴욕의 수천 개 

가구를 위해 이 프로그램의 이용 범위를 확대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Eliot Engel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NAP은 배고픔을 물리쳐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라고 Eliot Engel 하원의원 겸 가정에너지 및 통상위원회의 수석 위원이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필요를 최우선시 하시고 또 다른 수십만 

맞벌이 가정에게 SNAP 수령 자격을 확대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Nita M. Low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그 누구의 건강, 안전 

또는 성공이 타협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의회에서 SNAP 

지원금의 충실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대개 몸에 좋은 식사는 빈곤에 찌든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예산 불균형을 일으키는 필수품입니다. 이 보조금은 자칫 

굶주릴 위험에 처해 있는 보다 많은 뉴욕의 아이들과 가정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Korean 

 

José E. Serrano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식탁에 음식을 

올릴만큼의 돈도 벌지 못하는 뉴욕시의 맞벌이 가정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 덕택에, 이제 보다 많은 가정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 경제도 우리 주에 지원될 수백만 달러의 연방 

SNAP 추가 기금으로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와 식품 불안정성 

감소는 뉴욕의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Joe Crowley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NAP은 배고픔과 식품 불안전성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방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에 오랫동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Crowley 공화당 

의원(D-Queens, Bronx)이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에 희소식입니다. 식품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힘써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처럼 중요한 배고픔 퇴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화당의 공격을 

막는 활동을 의회에서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Food Bank For New York City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이자이자이자이자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배고픔배고픔배고픔배고픔 퇴치퇴치퇴치퇴치 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태스크포스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Margarette Purvi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수혜 자격이 되는 식품 

공급이 불안정한 뉴욕주민들은 단순히 신청 기회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이 제공하는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고픔 퇴치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받아주시고 자격이 되는 뉴욕주민들이 SNAP 수당을 받도록 해주며 이러한 

수당이 우리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파머스 마켓에서 연중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신 Andrew M. Cuomo 주지사와 그 행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주의 4억8,500만 끼 분의 연례 끼니격차(Meal Gap)를 메우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하지만, 이는 뉴욕주 곳곳에서 생활하는 뉴욕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Hunger Free America의의의의 CEO인인인인 Joel Berg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일은 보상하고 배고픔은 퇴치하는 이처럼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주지사와 OTDA의 이번 새로운 정책은 배를 주리며 일하는 뉴욕주민들에게 큰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은 있지만 여전히 식품 수급이 불안정한 근로 가능 

연령대의 뉴욕주민들이 백만 정도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식품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굶주리며 생활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임대료와 식품 구입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발표는 최대 750,000개 가구가 필요한 식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제안한 주지사의 배고픔 퇴치 

태스크포스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unger Solutions New York의의의의 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실무이사인 Linda Bopp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확실한 

수령 자격의 확대는 뉴욕주에서 식품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식품연구및행동센터(Food Research and Action Center)가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식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orean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AP은 우리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양 지원 안전망입니다. 

Cuomo 주지사의 SNAP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unger Solutions New York은 새로 SNAP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회를 알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우리의 

영양아웃리치및교육프로그램 코디네이터(Nutrition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 

Coordinators)는 클라이언트와 1대일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욕시와뉴욕시와뉴욕시와뉴욕시와 함께함께함께함께 Market Token Program을을을을 운영에운영에운영에운영에 협력하는협력하는협력하는협력하는 비영리기관비영리기관비영리기관비영리기관 Friends of the 

Rochester Public Market의의의의 회장인회장인회장인회장인 Deb Simonson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SNAP 자격 

확대란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더 많은 가정들이 몸에 좋은 식사에 꼭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농장에서 재배된 신선한 다양한 식품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Market Token Program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마켓의 농장주들과 

판매인들에게 상당한 추가 사업 기회를 가져다주었습니다. SNAP 수령 자격 확대는 훨씬 

더 큰 경제 효과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거의 300만명의 뉴욕주민들이 SNAP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SNAP 수령 자격 여부 

확인과 온라인 신청은 myBenefits.ny.gov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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