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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지역사회 기반 영양 교육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에 1,290만 달러 지원 

발표  

  

기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혜자와 기타 저소득층, 식량 부족 인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혜택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과 가정의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홍보하기 위해 16개 비영리 단체에 연방 재정 1,29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이 관리하는 5개년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교육(SNAP-Ed) 보조금은 

저소득층 및 노동자 뉴욕 주민의 비만과 만성 영양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결과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심각하고 종종 삶을 변화시키는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층 뉴욕 주민은 항상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지 못하며 항상 쉽지 

않으며 종종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기금은 뉴욕 주민들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본 단계를 교육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곳곳에서 번성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좋은 영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위한 이 기금은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많은 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은 영양과 건강의 사회적 경제적 장벽에 직면하고 

빈곤에 의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사회의 빈곤, 아동 빈곤, 식량 부족, 비만 관련 만성 질환은 주, 심지어 국가 평균을 

넘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과 개인이 식단에 영양이 

풍부한 과일, 채소, 통곡물, 살코기 및 저지방 유제품의 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설탕, 소금 및 포화지방을 포함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자는 또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앉아있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교육받을 것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습관과 비만 예방을 위해 근거 기반 커리큘럼을 이용한 영양 

교육, 매스컴 또는 공공 행사를 통한 홍보 활동, 훈련 경험이 있는 영양사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가자들의 식품 자원 관리 및 준비 기술을 향상하는 동시에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티 하베스트(City Harvest): 80만 달러  

• 브롱크스 워크스: 689,706달러  

• 커먼 스레드(Common Threads): 799,864달러  

• 올버니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Albany County): 

80만 달러  

• 앨러게니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Allegany 

County): 30만 달러  

• 이리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Erie County): 

796,276달러  

• 오네이다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neida 

County): 80만 달러  

• 오논가다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Onondaga 

County): 80만 달러  

• 오렌지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range County): 

80만 달러  

• 스튜벤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Steuben 

County): 794,094달러  

•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St. 

Lawrence County): 68만 달러  

• 서퍽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Suffolk 

County): 80만 달러  

• 웨인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Wayne County): 

799,897달러  

• 뉴욕시 푸드뱅크(Food Bank for New York City): 80만 달러  



 

 

• 뉴욕 커먼 펜트리(New York Common Pantry): 80만 달러  

• 칠드런스 에이드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Aid Society): 738,155달러  

  

오렌지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range County)은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노령화 사무국(Office 

for the Aging) 등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교육(SNAP-Ed) 프로그래밍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주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관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주의 

빈민가 지역에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 선택지를 제공하는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프레쉬커넥트 푸드 박스 프로그램(FreshConnect Food 

Box Program)을 지원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식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뉴욕 주민들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저비용 식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만성 질환 및 질병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과 신선한 과일, 채소 및 기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식사에 가장 잘 통합하는 

방법을 강조할 것입니다."  

  

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 건강과 수명이 개선되지만, 건강의 핵심 요소를 누구나 똑같이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역사회가 식량 부족에 가장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의 열쇠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영양 상담 및 영양 교육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균형 잡힌 식단을 익혀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저비용 고수익 

서비스입니다. 음식 선택 및 기타 음식 및 영양 관련 행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환경 지원과 교육 전략을 결합하면 건강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식습관과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건강 증진을 목표로 협력하는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OTDA) 및 많은 지역사회 기반 기관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OTDA),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노령화 사무국(Aging)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부, 식음료 생산업체 및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및 프레쉬커넥트(FreshConnect)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이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OTDA)의 잇 스마트 뉴욕(Eat Smart New York) 

이니셔티브는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식사 준비를 위한 계획과 현명한 쇼핑을 위한 팁을 

제공하고, 주 전역의 영양사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대화형 모듈인 적절한 

가격의 건강한 식단(Eating Healthy on a Budget)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 전역의 약 

150만 가구와 성인 5명 중 약 1명의 비율인 2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식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을 사용합니다. 이는 적절한 양의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믿을 만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의 약 43%는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정이고, 

59%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39%는 일하는 가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량 부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사회는 개인이 당뇨병, 비만 및 일부 

유형의 장애를 얻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뉴욕의 식량이 부족한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식량이 부족한 여성은 출산 시 아이의 체중이 낮을 확률이 높은 현상을 포함해 출산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식량 부족은 아이들의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왜소 

성장, 낮은 학업 성적과 과다 활동. 공격성 및 불안 등의 행동 문제 등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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