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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불우불우불우불우 뉴욕주민들을뉴욕주민들을뉴욕주민들을뉴욕주민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영양영양영양영양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뒷받침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6억억억억 58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돕기 위한 6억 580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여성 유아 아동(WIC)을 위한 뉴욕주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92개 

보건 기관에 교부되어 가장 시급한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92개 기관은 

매월 약 500,000명의 뉴욕주민들을 섬기는 주 전역의 약 400개 WIC 클리닉을 

지원합니다.  
 

“모든 뉴욕주민들이 신선하며,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이며 이 주의 미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필수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우이웃에게 도달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뉴욕주의 WIC 프로그램은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라고 뉴욕주 보건부장 Howard Zucker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운영을 강화하고 더욱 더 많은 가정을 돕기 위해 그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C 프로그램은 영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적격 뉴욕주민들에게 자원을 제공합니다. WIC 

프로그램은 또한 긍정적 보건 성과 및 모유수유를 진흥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 비만, 건강 격차 및 만성병 위험을 줄입니다. WIC는 현재 매월 약 110,000명의 

소득 적격 임신, 출산 또는 모유수유 여성들과 약 360,000명의 유아 및 5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새 차수 보조금의 목표 하나는 20,000명의 신규 

참가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우 지역에 이 프로그램의 도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각 카운티 적격 인구의 최소 50%를 섬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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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금은 5년에 걸쳐 교부되며 주와 연방 자금의 조합입니다. 다음 5년 동안 주의 WIC 

클리닉을 운영할 보조금 수령 단체들: 

수령수령수령수령 단체단체단체단체 년년년년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총총총총 5년년년년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Allegan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422,443.00 $2,112,215.00 

Anthony L. Jordan Health Center $949,230.00 $4,746,150.00 

Bedford Stuyvesant Family Health Center $1,025,578.00 $5,127,890.00 

Bronx Lebanon Hospital Center $694,153.00 $3,470,765.00 

Brookdale Hospital and Medical Center $856,684.00 $4,283,420.00 

Brooklyn Hospital Center $5,688,997.00 $28,444,985.00 

Broome County Health Department $1,216,752.00 $6,083,760.00 

Brownsvill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1,166,803.00 $5,834,015.00 

Catholic Charities Brooklyn Neighborhood 
Services $1,608,517.00 $8,042,585.00 

Catholic Charities of Buffalo $5,425,085.00 $27,125,425.00 

Catholic Charities of Columbia & Greene 
Counties $517,784.00 $2,588,920.00 

Catholic Charities of Rockville Centre $1,219,896.00 $6,099,480.00 

Cattaraugus County Health Department $554,345.00 $2,771,725.00 

Cayuga County Health Department $507,011.00 $2,535,055.00 

Chemung County Health Department $697,817.00 $3,489,085.00 

Clinton County Health Department $633,012.00 $3,165,060.00 

Commission on Economic Opportunity for 
the Greater Capital Region $587,553.00 $2,937,765.00 

Community Action Program for Madison 
County, Inc. $2,170,589.00 $10,852,945.00 

Coney Island Hospital (NYCHHC) $988,564.00 $4,942,820.00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Association 
of Schenectady County $728,879.00 $3,644,395.00 

Cortland County Community Action 
Program, Inc. $387,897.00 $1,939,485.00 

Delaware Opportunities Inc. $407,328.00 $2,036,640.00 

East Harlem Council for Human Services, 
Inc. $381,484.00 $1,907,420.00 

East New York Diagnostic and Treatment 
Center (NYCHHC) $987,616.00 $4,938,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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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Side WIC Program (NYCHHC) $3,659,918.00 $18,299,590.00 

Elmhurst Hospital Center (NYCHHC) $1,651,186.00 $8,255,930.00 

Essex County Public Health $334,076.00 $1,670,380.00 

Fulmont Community Action Agency, Inc. $496,833.00 $2,484,165.00 

Gouverneur Hospital (NYCHHC) $1,204,755.00 $6,023,775.00 

Hamilton County Public Health Nursing 
Service $48,613.00 $243,065.00 

Harlem Hospital (NYCHHC) $1,925,580.00 $9,627,900.00 

Hudson River Healthcare, Inc. $1,360,962.00 $6,804,810.00 

Jamaica Hospital $1,915,268.00 $9,576,340.00 

Joseph P. Addabbo Family Health Center $1,460,261.00 $7,301,305.00 

Kings County Hospital Center (NYCHHC) $2,807,337.00 $14,036,685.00 

Lincoln Medical and Mental Health Center 
(NYCHHC) $2,257,077.00 $11,285,385.00 

Livingston County Department of Health $658,122.00 $3,290,610.00 

Long Island FQHC, Inc. $1,969,611.00 $9,848,055.00 

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591,145.00 $2,955,725.00 

Lutheran Medical Center $2,377,397.00 $11,886,985.00 

Maimonides Medical Center $1,828,833.00 $9,144,165.00 

Middletown Community Health Center $139,923.00 $699,615.00 

Monroe County Health Department $2,198,277.00 $10,991,385.00 

Montefiore Medical Center $2,789,567.00 $13,947,835.00 

Montefiore New Rochelle Hospital $2,511,591.00 $12,557,955.00 

Morris Heights Health Center $2,851,099.00 $14,255,495.00 

Morrisania Diagnostic and Treatment 
Center (NYCHHC) $1,982,708.00 $9,913,540.00 

Mt. Vernon Neighborhood Health Center, 
Inc. $1,021,161.00 $5,105,805.00 

Nassau County Department of Health $1,699,153.00 $8,495,765.00 

New York Presbyterian Medical Center $3,842,871.00 $19,214,355.00 

North Brooklyn Health Network (NYCHHC) $2,157,690.00 $10,788,450.00 

North Central Bronx Hospital (NYCHHC) $1,615,070.00 $8,075,350.00 

North Country Family Health Center $1,138,082.00 $5,690,410.00 

Oak Orchard WIC Program $673,469.00 $3,367,345.00 

Onondaga County Health Department $2,497,765.00 $12,488,825.00 

Open Door Family Medical Center $1,046,142.00 $5,23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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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for Chenango, Inc. $438,716.00 $2,193,580.00 

Opportunities for Otsego, Inc. $291,729.00 $1,458,645.00 

Opport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of 
Williamsburg $1,553,841.00 $7,769,205.00 

Orange County Health Department $1,128,038.00 $5,640,190.00 

Oswego County Opportunities, Inc. $734,173.00 $3,670,865.00 

ProAction of Steuben & Yates, Inc. $693,289.00 $3,466,445.00 

Public Health Solutions $9,589,800.00 $47,949,000.00 

Putnam County Health Department $401,411.00 $2,007,055.00 

Queens Hospital Center (NYCHHC) $1,573,175.00 $7,865,875.00 

Research Foundation of SUNY Stony Brook $1,492,225.00 $7,461,125.00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888,601.00 $4,443,005.00 

Rockland County Health Department $2,118,720.00 $10,593,600.00 

Saratoga Economic Opportunity Council $530,808.00 $2,654,040.00 

Schoharie County Community Action 
Program $242,627.00 $1,213,135.00 

Society for th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1,270,885.00 $6,354,425.00 

St. Barnabas Hospital $2,079,076.00 $10,395,380.00 

St. Luke's-Roosevelt Hospital Center $689,282.00 $3,446,410.00 

St. Regis Mohawk Services $75,914.00 $379,570.00 

Staten Island University Hospital $1,165,597.00 $5,827,985.00 

Suffolk Coun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3,361,889.00 $16,809,445.00 

Sullivan County Public Health Services $590,725.00 $2,953,625.00 

The Greater Hudson Valley Family Health 
Center, Inc. $921,260.00 $4,606,300.00 

The Institute for Family Health $1,063,716.00 $5,318,580.00 

Tioga Opportunities Program, Inc. $303,460.00 $1,517,300.00 

Tompkins County Health Department $544,751.00 $2,723,755.00 

Ulster County Health Department $755,017.00 $3,775,085.00 

United Cerebral Palsy Association of the 
North Country, Inc. $778,366.00 $3,891,830.00 

Urban Health Plan, Inc. $2,344,369.00 $11,721,845.00 

Warren County Health Services $501,549.00 $2,507,745.00 

Washington County Public Health Services $524,669.00 $2,623,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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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chester County Department of Health $2,538,249.00 $12,691,245.00 

Whitney M. Young, Jr. Health Center, Inc. $530,880.00 $2,654,400.00 

William F. Ryan Community Health Center $1,162,483.00 $5,812,415.00 

Women's Health Center of Albany Medical 
College $450,284.00 $2,251,420.00 

Wyckoff Heights Medical Center $1,726,235.00 $8,631,175.00 

Yeled V'Yalda Early Childhood Center $1,996,066.00 $9,980,330.00 

 

$131,587,434.00 $657,937,170.00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우리 시와 주에는 생명줄로 

SNAP 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너무 자주 대부분은 최대한 

값싸고 칼로리가 높은 육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서 당뇨병, 심장병 및 암 같은 심각한 

건강 상태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에 본인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먹어야 자라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Rochester에서는 매일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하루하루를 배고픈 가운데 시작하고 마칩니다. 어린이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든 뉴욕주민들이 배경이야 어떻든 가족을 위해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원의원 Eliot E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식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여성과 아동들에게 종종 너무 비쌉니다. 모든 위대한 

사회의 척도는 그들이 가장 취약한 인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인데, 그래서 WIC 

프로그램이 우리 주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Cuomo 지사가 WIC에 배정한 6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Montefiore New Rochelle Hospital에 $12,557,955, Mt. Vernon 

Neighborhood Health Center에 $5,105,805, 및 Westchester 카운티 보건과에 

$12,691,254 포함)은 뉴욕주 전역에 있는 모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개선할 것입니다. 

본인은 주지사가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이 투자를 해주셔서 기쁩니다.”  
 

하원의원 Jerrold Nad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수 많은 뉴욕주 가정들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더 잘 이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신규 보조금으로 주 전역의 병원, 보건센터 및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프로그램을 

추진한 Cuomo 지사와 그의 행정부에 찬사를 드리며, 뉴욕주민들의 건강과 영양을 

개선하는 중요 서비스를 위한 WIC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원의원 Steve Isra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수 천 가구에 WIC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극히 중요한 서비스를 이 추가 보조금이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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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쁩니다. 본인은 뉴욕주민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주 및 연방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Paul Tonk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IC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필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커뮤니티를 돕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은 

뉴욕주 전역의 WIC 클리닉을 지원하여 그들이 더욱 많은 불우지역을 돕도록 하신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러한 보조금이 삶을 바꾸는 영양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주도지역 클리닉과 함께 주지사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IC 같은 영양 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 모두의 성공에 근본적입니다 – 배고픈 아이와 그 가족은 학교와 직장에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들에게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떄 누구나 승리합니다.”  
 

하원의원 Kathleen Ric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소득이나 기타 

요인과 상관 없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Long 

Island의 더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그러한 식품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Elise Stefanik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불우한 

이웃이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North Country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드립니다.” 
 

하원의원 Lee Zeld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기초 필수품을 찾는 

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가장 취약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방, 주 및 지역 정부의 훌륭한 예입니다.” 
 

누가 WIC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WIC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ealth.ny.gov/wic/.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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