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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WALMART, PEPSICO 및및및및 FRESHDIRECT와와와와 제휴하여제휴하여제휴하여제휴하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가정에가정에가정에가정에 3000명명명명 분의분의분의분의 

음식을음식을음식을음식을 제공할제공할제공할제공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Walmart는는는는 푸드뱅크와푸드뱅크와푸드뱅크와푸드뱅크와 지역지역지역지역 자선단체에자선단체에자선단체에자선단체에 1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기부기부기부기부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에 Walmart, PepsiCo 및 

FreshDirect와 제휴하여 불우 가정에 3000명 분의 음식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식은 Walmart가 제공할 것입니다; PepsiCo는 주스 및 기타 드링크를 포함하여 2800개의 음료를 

기증할 것이며 FreshDirect는 물품 운송 및 전달을 돕기 위해 3000개의 박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음식은 금주에 뉴욕주 방위군 군인들이 취합하고 배부할 것입니다. 또한 Walmart는 전주의 

푸드뱅크와 지역 자선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주의 뉴요커들이 가족들과 모일 때는 또한 주는 정신을 기념하고 

불우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시기이기도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Walmart, 

PepsiCo 및 FreshDirect의 너그러움 덕분에 3,000여 명의 불우한 뉴욕주 가족들이 금주에 

추수감사절 음식을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 방위군 군인들이 오늘 커뮤니티들에 전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은 Walmart의 100만 달러 기부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부금은 이번 휴가 시즌에 더욱 많은 뉴요커들이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돕는 뉴욕주 

푸드뱅크와 지역 자선단체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뉴요커들의 휴일을 밝게 

하기 위한 기업 파트너들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Walmart의 수석부사장 Julie Murph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매일 사람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수퍼폭풍 Sandy 피해자들을 

지원한 작년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지사님 및 뉴욕주와 제휴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주 전역의 많은 기아 구제 기관들과 함께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많은 사람을 

위해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연중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Korean 

PepsiCo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선임부사장 John Steve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epsiCo는 

뉴욕주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을 조직하신 Cuomo 지사님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 해의 이 시기에 전주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뉴요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reshDirect의 공동창업자 겸 CEO인 Jason Acker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역 회사로서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Cuomo 지사님의 집념을 공유하며 우리 동료 

뉴요커들이 이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정부 노력에 동참하여 감사합니다.” 

 

푸드뱅크를 위한 정기적 기부 캠페인의 일환인 뉴욕주 기아 구제를 위한 Walmart의 기부와 기타 

전국적 기부는 다음 푸드뱅크와 지역 자선단체로 갈 것입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  

• Albany - Food Pantries for the Capital District, Inc. $55,000 

• Latham - 북동뉴욕주 지역 푸드뱅크 $30,000  

• Albany - Albany United Methodist Society Inc., $25,000  

 

Southern Tier  

• Binghamton - Broome 카운티 카톨릭 자선 기관 연합, $75,000  

 

뉴욕시뉴욕시뉴욕시뉴욕시  

• NYC - City Harvest, Inc. $116,379  

• NYC - One Hundred Black Men, Inc. $75,000 

• NYC - Iris House: a Center for Women Living With HIV, Inc. $66,000  

• NYC - Bailey House, Inc., $30,000  

• NYC - Holy Apostles Soup Kitchen $25,000 

• NYC – Coalition Against Hunger $50,000 

 

Finger Lakes / Rochester 지역지역지역지역  

• Batavia - Care-A-Van Ministries, Inc., $60,000  

• Rochester - Gilda's Club Rochester/Cancer Action Inc. $25,000  

 

서부서부서부서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 Buffalo - Food Bank of Western New York, Inc. $16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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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Island  

• Hempstead - Interfaith Nutrition Network $75,000  

 

Hudson Valley   

• Pleasantville – Hillside Food Outreach $37,000  

• Kingston - Operation Homefront Tri-State $25,000  

• Nanuet – Rockland 카운티 Meals on Wheels $25,000 

 

중부중부중부중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 Syracuse - 중부 뉴욕주 Jewish Home $75,000  

 

총총총총 기아기아기아기아 구제금구제금구제금구제금: $1,033,000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는 뉴요커들은 www.foodbankassocnys.org에서 본인 지역의 

푸드뱅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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