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혜자의 농민 시장 이용을 보호하도록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농무부(USDA)의 직무 태만의 결과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이 더 이상 농민 시장에서 그 수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Sonny 

Perdue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서신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Sonny Perdue  

장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  

2018년 7월 12일  

  

Perdue 장관님께:  

  

미국농무부(USDA)의 직무 태만의 결과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이 

더 이상 농민 시장에서 그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어제 스마트폰용 셀룰러 기반 상환 시스템 앱에 대한 미국농무부(USDA)의 

유일한 공인 계약자인 노보 디아 그룹(Novo Dia Group)이 바쁜 농민의 시장 철 가운데 

20일 이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노보 디아 그룹(Novo Dia Group)과 

같이 스마트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회사가 분명히 미국농무부(USDA)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에게 수십만의 신선 



 

 

식품 거래 손실을 초래할 볼 것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사를 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근면한 뉴욕 주민들과 뉴욕주 농민들,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이 직무 

태만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농무부(USDA)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를 위해 농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승인에 

실패한 일은 매우 무모하며, 농무부가 신규 사업자와 새로운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s Transfer, EBT) 장비를 제공하려고 할 때 뒤처지게 될 사람들에 대한 Trump 

행정부의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급업체에, 농민들에게, 이 혜택을 의존하고 있는 가정에, 뉴욕주의 

미국농무부(USDA)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협력업체에,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과 임시장애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도 이 거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2014년 뉴욕 농민 시장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스마트폰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전자수당이체(SNAP EBT) 절차로 전환했습니다. 결제 

처리를 위해 셀룰러 기능에서 무선 데이터로 되돌아가는 이 움직임은 거대한 후진으로 

보이며 농민들에게 새롭고 더 큰 비용 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층들의 농업과 농민 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접근을 줄일 것입니다.  

  

주는 2002년부터 우리 농민 시장에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를 위한 

전자수당이체(EBT)의 구현과 사용을 지원해왔습니다. 뉴욕은 지난해 243개 지역에서 

340만 달러의 221,051건의 거래를 처리하여 약 6만 가구에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제공했습니다. 농무부가 제안한 서비스의 중단은 영양섭취를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에 의지하는 아이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식품을 지배하고 제공하는 

농장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미국농무부(USDA)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을 위한 전자수당이체(EBT) 

시스템 유지의 실패는 최악의 정부 기량 부족이며 농무부의 핵심 원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농무부(USDA)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당 수혜자, 우리 농민 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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