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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방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을 돕기 위해 SNAP 수당 이른
지급 발표

모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령자는 3 월 7 일까지 혜택 수령
주 전역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식품 드라이브(Dr. Martin Luther King, Jr. Statewide
Food Drive)도 지역 푸드뱅크를 돕기 위해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모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령자가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3 월 7 일까지 다음 달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른 지급은 최근 연방 정부의 전례 없는 폐쇄 때문에 2 월
혜택으로 6 주 이상 지내야 했던 수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무능 때문에 가족들이 식량
문제에 처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 혜택을 먼저 지급하여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생계 유지를 맡기고 있는 뉴욕 주민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로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이른바 “SNAP 공백”이 수령자들에게 끼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3 월
혜택을 보통 날짜보다 먼저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뉴욕 주민이 다음 달 혜택을 보통
스케줄보다 약 일주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 270 만 명, 150 만 가구가 SNAP
수당에 생계 유지를 맡기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12 월에만 3 억 7,400 만 달러 이상을
발행해 뉴욕 주민이 식량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연방 정부는 정부 폐쇄로 인하여 주들에 SNAP 수당을 1 월 17 일에 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 140 만 가구는 충분한 혜택을 보장 받기 위해 2 월 혜택을 보통
날짜보다 3 주 먼저 받았습니다. 3 월 정규 혜택 스케줄은 연방 정부가 다시 연 후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부 뉴욕 주민, 특히 뉴욕시 주민은 3 월 중순에서 말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SNAP 수당을 일찍 발행함에 더하여 이번 주에 종료되는 연간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푸드 드라이브(Dr. Martin Luther King, Jr. Food Drive)를 연장했습니다.

푸드뱅크 및 팬트리의 압박이 커지자 주지사는 푸드 드라이브를 3 월 말까지 연장하여
지역 푸드뱅크 및 팬트리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주 기관이 추가 식량을 모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푸드뱅크 협회(Food Bank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가 공동 지원하는 푸드
드라이브는 주 기관이 지역사회 푸드뱅크, 푸드 팬트리, 기타 서비스 기반 프로그램을
위해 식량 또는 기부금을 모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 기관들은 18 년 이상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587,000 파운드 이상의 식량, 약 490,000 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뉴욕주 푸드뱅크 협회(Food Bank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를 구성하는 9 개 푸드뱅크에 기부됩니다.
뉴욕 주민 약 20,000 명은 연방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쉬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35 일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뉴욕 주민은 선택의 여지 없이
처음으로 비상 식량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SNAP 수령자들이 2 월 혜택을 다
썼기 때문에 푸드뱅크 및 팬트리는 한정된 자원을 다루며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부금 또는 유통기한을 넘지 않은 저장용 식료품을 기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은
푸드뱅크 협회(Food Bank Association)
웹사이트 https://protect2.fireeye.com/url?k=b04845d9-ec6e727a-b04abcec000babda0106-046988ffc82a82c4&u=http://www.feedingnys.org/donate 를
방문해주십시오. 뉴욕 주민은 지역 푸드뱅크에서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https://protect2.fireeye.com/url?k=ef77b3ee-b351844d-ef754adb000babda0106-58ff0dcf5162aca3&u=http://www.feedingnys.org/volunteer 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 월 SNAP
수당을 보통 날짜보다 먼저 지급함으로써 연방 정부 폐쇄 때문에 생긴 뉴욕 주민이
SNAP 공백을 채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가족이 여전히 지역 푸드
팬트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 동참하여 식료품 또는 돈을 기부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Howard Zucker(박사)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가구의 뉴욕
가족은 영양가 있는 식품을 얻기 위해 필수 지원 프로그램에 의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러한 식품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식량 문제가 커지고 우리 지역
푸드뱅크의 저장고가 비고 있으므로 기부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전역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푸드 드라이브(Dr. Martin Luther King,
Jr. Statewide Food Drive)를 연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공백을 채우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푸드 드라이브(Dr. Martin Luther
King, Jr. Statewide Food Drive)를 3 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Cuomo 주지사님의 결정
덕분에 지역 푸드뱅크와 지역 팬트리는 연방 정부 폐쇄 기간 동안 경험했던 수요
급증에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서비스국(OGS) 직원들과 모든 주 기관에
뉴욕주에서 굶주림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뉴욕주 푸드뱅크 협회(Food Bank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Kathleen Stress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잘 지원하도록
보장하려는 주지사님의 원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3 월 SNAP 수당을 일찍
지급한다는 결정과 푸드 드라이브 연장은 지역사회가 뭉쳐 생계 유지를 하려는 이들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푸드뱅크 협회(Food Bank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의 9 개 푸드뱅크는 작년에 150,000,000 개 이상의 식사를 뉴욕주 전역 모든
카운티에 제공했습니다. 우리 협회와 직원의 작업은 5,000 개 이상 지역사회 기반 푸드
팬트리와 식량 문제를 겪는 뉴욕 주민을 위한 식량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뉴욕시를 위한 푸드뱅크(Food Bank For New York City)의 Margarette Purvis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전역 수프 키친과 푸드 팬트리는 SNAP 공백이
만든 전례 없는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 하면서 길어진 줄과 비어가는 창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선 단체는 절대 우리 연방 정부의 책임을 대체할 수 없지만 주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인식을 높이는 데 리더십을 보여주신 주지사님과 새로운
출처에서 식량 자원을 얻어 최대화하려는 주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에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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