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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연방 지원금 950만 달러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구직자들을 

지원한다고 발표 

 

주 전역의 39개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뉴욕 주민들의 일자리 확보를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수당을 받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연방 자금 950만 달러가 39개 기관에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은 지원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것이며, 그에 따라 1,900만 달러의 

자금이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령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고, 그들에게 괜찮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매우 필요한 직업 훈련 및 노동력 개발을 

제공하므로써 우리의 노력을 도울 것이며,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더 강하고, 더 좋고, 더 

공정한 뉴욕에 보다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은 연방 지원금 950만 달러를 수령해서, SNAP 고용 및 훈련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 전역의 39개 기관에 지원금을 할당했습니다. 기관들은 민간 

및 공공 부문으로부터 지원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뉴욕 주민의 수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 커미셔너 Samuel D. Rober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한편으로는 재능 있는 

근로자들이 준비된 공급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SNAP 고용 및 훈련 벤처 프로그램은 대상을 정한 일자리 배정 서비스를 통해서 SNAP 

수령자들에 대해 노동력 개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 또는 약물 남용 경력, 읽고 쓰는 능력 부족, 제한적인 근로 경력, 또는 

실업 상태인 부모 및 충분히 고용되지 못한 상태의 부모,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 등과 

같은 고용 장애에 직면한 개인들, 그리고 16세부터 24세까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청소년을 포함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개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NAP 제공기관들은 참가자들이 현지 고용주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자격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 현지의 노동력 투자 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지원금을 제공받은 기관들을 통해서, 개인들은 다수의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초급 회계, 건물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량, 조리, 보안, 

환경 복원 기술자, 건설 근로자, 소매 관리, 가정 보건 조무사, 창고 근로자, 상업적 

운전자가 포함됩니다. 

 

주 전역에 걸쳐 BOCES (Boards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기관에 제공된 

지원금: 

 BOCES Cayuga County, 카유가 카운티에 대한 서비스 제공 - 150,000달러 

 

 BOCES Ulster County, 얼스터 카운티에 대한 서비스 제공 - 45,000달러 

 

 Clinton-Essex-Warren-Washington BOCES, 클린턴, 에섹스, 워런 및 워싱턴 

카운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300,000달러 

 

 BOCES Delaware-Chenango-Madison Counties, 델라웨어, 셔냉고, 메디슨 및 

옷세고 카운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178,750달러 

 

 Erie 1 BOCES, Erie County, 이리 카운티에 대한 서비스 제공 - 237,250달러 

 

 Erie 2 Chautauqua-Cattaraugus BOCES, 이리, 셔터쿼 및 카타라우구스 

카운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362,250달러 

 

 Orleans-Niagara BOCES, 나이아가라 및 올리언스 카운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400,000달러 

 

 Oswego BOCES, 오스위고 카운티에 대한 서비스 제공 - 101,500달러  

 

 Schuyler-Steuben-Chemung-Tioga-Allegany BOCES, 앨러게니, 셔멍, 스카일러, 

스튜벤 및 티오가 카운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306,375달러 

 

 St. Lawrence-Lewis BOCES, 루이스 및 세이트 로렌스 카운티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 300,000달러 

 

 Rockland BOCES, 록랜드 카운티에 대한 서비스 제공 - 200,000달러 

 
 

주 전역에 걸쳐 그 밖의 기관 및 학교에 제공된 지원금: 

 

웨스턴 뉴욕  

 Buffalo City School District, 이리 카운티 - 40,025달러 

 

 Literacy West NY, 앨러게니, 카타라우구스 및 와이오밍 카운티 – 300,000달러 

핑거 레이크스  

 Research Foundation of SUNY Brockport, 먼로 카운티 - 400,000달러 



센트럴 뉴욕  

 Housing Visions Unlimited, 오논다가 카운티 – 145,750달러 

 

 Research Foundation of SUNY Morrisville, 오논다가 카운티 – 241,250달러 

서던 티어  

 Challenge Industries, 티오가 및 톰킨스 카운티 - 370,625달러 

롱아일랜드  

 Long Beach City School District, 나소 및 서퍽 카운티 – 154,875달러 

뉴욕시  

 Agudath Israel of America Community Services, 킹스 카운티 - 186,625달러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킹스 카운티 – 390,900달러 

 

 Central Queens YM & YWHA, 퀸즈 - 241,250달러 

 

 Chinatown Manpower Project, NYC - 109,000달러 

 

 East Harlem Employment Services, NYC - 216,125달러  

 

 Edith and Carl Marks Jewish Community House of Bensonhurst, 킹스 카운티 - 

400,000달러  

 

 El Barrios Operation Fight Back, 킹스 카운티 – 150,000달러 

 

 Henry Street Settlement, NYC - 114,125달러 

 

 Leap, Inc., 킹스 카운티 - 399,875달러 

 

 Northern Manhattan Improvement Corporation, NYC - 300,000달러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NYC – 189,375달러 

 

 Paraprofessional Healthcare Institute, 브롱크스 – 400,000달러 

 

 Per Scholas Inc., 브롱크스 – 291,875달러 

 

 Project Renewal Inc., NYC – 155,625달러 

 

 Ridgewood Bushwick Senior Citizens Council, Inc., 킹스 카운티 – 200,000달러 

 

 South 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브롱크스 – 

196,250달러 

 

 St. Nick’s Alliance, 킹스 카운티 – 200,125달러 

 



 The Fortune Society, 킹스 카운티 – 400,000달러 

 

 The Hope Program, NYC – 393,500달러 

 

 The Research Foundation of CUN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킹스 카운티 – 200,000달러 

 

 The Research Foundation of CUNY Manhattan Community College, NYC – 

112,750달러 

 
 

연방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SNAP를 통해서 수백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도 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도 반드시 그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지속적 전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이 중요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업퍼 맨해튼 및 브롱크스에 있는 저의 

선거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들에 찬사를 보냅니다.” 

 

연방 하원의원 José E. Serr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방 자금은 식품 지원을 받는 

실직 상태의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다시 자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브롱크스에 있는 

3개를 포함해서, 39개의 지역 노동력 개발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SNAP 고용 및 훈련 

벤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현지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따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900,000달러 이상이 명시적으로 브롱크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방 하원의원 Gregory W. Meek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발표는 

환영받을 소식입니다. 우리 주의 경제적 성공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주지사가 주 전역에 

걸쳐 할당한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은 일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성공하고, 그들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며,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구와 기술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거의 50만 달러의 지원금이 저의 지역구 또는 그 

인근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들에 할당될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그들의 배경을 불문하고, 우리의 경제 회복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Joe Crow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NAP 프로그램은 매일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수많은 뉴욕 주민들을 위한 결정적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싸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이와 같이 분투하는 미국인들이 다시 

자립해서,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 기회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 훈련 및 일자리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뉴욕 전역의 기관들에 이 연방 지원금을 할당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연방 하원의원 Brian Higg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NAP 고용 및 훈련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Buffalo City Schools 및 Erie 1 BOCES 등의 기관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들이 수요가 있고,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움으로써 고용에 

대한 장애물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협업적 노력은 뉴욕주 

전반에 걸쳐 잠재적인 근로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Elise Stefanik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21세기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준비하도록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자금 지원은 우리 지역구와 우리 주 전역에 걸쳐 아이들을 도울 

것이며, 저는 이를 우선순위로 삼은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연방 하원의원 Dan Donov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별 계획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경로를 제공하며, 가장 큰 기여요소는 일자리입니다. 고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기관에 보낼지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을 정한 훈련 및 고용 지원과 같은 단순한 조치가 정부 프로그램에 수년 동안 

의지하는 것과 직업 경력을 시작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진전시킨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Northern Manhattan Improvement Corporation 교육 및 직무경력 서비스 디렉터 

William Blai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생명줄 역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초보적 수준의 일자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실제적인 기술을 배웁니다.” 

 

Cayuga-Onondaga BOCES 케이스 매니저 Jennifer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ayuga-Onondaga BOCES는 SNAP 수당을 받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카유가 카운티 

사회보장서비스부와 협력해서,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에 준하는 졸업장을 따고, 직업 훈련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Challenge Workforce Solutions 고용 및 직업 지원 디렉터 Martine Gol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해주는 일자를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톰킨스 카운티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CUNY의 감독을 받는 SUNY/Manhattan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상임이사 Anthony Wat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EOC(Manhattan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SNAP 

수령자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지원금을 받는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지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매우 

필요하며,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보다 급여가 좋은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CUNY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 평생교육사무국의 학문/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이사 Natalie Bredikhin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ingsborough는 직업 기술 훈련을 제공함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임시 및 장애 지원국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는 SNAP 수당을 받고 있는 저소득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이 생활 

임금과 명확히 정해진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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