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2월 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굶주림굶주림굶주림굶주림 퇴치퇴치퇴치퇴치 전담반을전담반을전담반을전담반을 창설하다창설하다창설하다창설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굶주림 퇴치 전담반(Anti-Hunger Task Force)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굶주림을 퇴치하고 현지에서 재배 및 생산된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 중심적인 권고사항을 개발하고 수행할 전문가, 자문관 및 주 및 

현지 관리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욕주 굶주림 퇴치 전담반은 뉴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자원이자 도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전문가, 관리 및 자문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면 이 중요한 문제에 제공된 중요한 

민관 자원들을 훌륭히 조정하여 굶주림 퇴치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굶주림 문제는 몇 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 이 전담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 제공 방법을 늘리고 보다 건강하고 발전되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개발해나가기 위한 올바른 조치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1백만명의 

아이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고 수 많은 가정들이 음식거리를 식탁에 올리기 위해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굶주림 퇴치 전담반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 가정 중에 거의 14%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그 중 1백만명의 뉴욕 아동들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 중 1/4은 푸드 스탬프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굶주림 퇴치 전담반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 SNAP, 학교 조식 및 점심 지원과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늘려 뉴욕주의 굶주림에 

대처할 자원을 최대로 늘린다 

•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아웃리치를 늘리고 정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힘을 

활용한다  

• 뉴욕 농장 생산품과 지역 생산 물품을 사용하여 우수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굶주림과 싸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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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 퇴치 전담반은 뉴욕시 푸드뱅크(Food Bank of New York City)의 사장 겸 CEO인 Margarette 

Purvis가 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 단체에는 기아 및 영양 전문가, 굶주림 퇴치 자문관, 서비스 

제공업체, 농업 대표, 지방 정부 및 교육 관리, 비영리기관 및 민간부문 대표, 주지사 내각 의원들이 

포함되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푸드뱅크의 Margarette Purvis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임명해주시고 이 중요한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대공황 이후 

굶주림은 우리 뉴욕주와 뉴욕시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SNAP(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이 저소득 뉴욕 주민에게 제공해왔던 중요 식품 자원에 대한 최근의 

삭감은 이 전담반의 설립을 매우 절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빈곤 퇴치 전담반의 설립으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은 굶주림에 대한 뉴욕의 대응방식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우리 

주의 자원을 결집시켜 이러한 순간에 대처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Share Our Strength 설립자이자 CEO인 Billy Sh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림 퇴치 전담반은 

뉴욕주의 어린이들이 매일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주지사 및 관련자분들과 협력하여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주고 뉴욕에서 어떤 아이도 굶주리며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시 굶주림 퇴치 연맹(New York City Coalition Against Hunger)의 Joel Berg 실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교육 활성화, 빈곤 퇴치, 지역 농장주 지원, 경제 기회 증대를 통해서 

굶주림과 싸운다면 모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해, 

Cuomo 주지사는 지문 촬영 프로그램 신청자의 낭비적이고 징벌적인 시스템을 없애고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과 노인들이 

연방 영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전담반과 협력하여 굶주림 

퇴치와 뉴욕주의 영양 개선을 위해 다면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 활동을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HSNY(Hunger Solutions New York)의 Linda Bopp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뉴욕 주민들이 

굶주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뉴욕 주민들의 17% 

이상이 매일 충분한 음식을 조달하기 위해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는 

굶주림 문제를 이해하시고 이 문제 완화를 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하는 데 전략적인 리더십을 

꾸준히 발휘해왔습니다. 굶주림 퇴치 전담반의 집중적인 협력활동은 굶주리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더욱 단합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굶주림 퇴치 전담반 위원:  

• Margarette Purvis, 뉴욕시 푸드 뱅크(의장) 사장 겸 CEO 

• Richard Ball, Schoharie Valley Farms 소유주 

• Joel Berg, 뉴욕시 굶주림 퇴치 연맹 실무국장 

• Kathryn Boor, Cornell 대학교 농업생명대학 학장 

• Linda Bopp, NYS Hunger Solutions 실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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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Buery, Children’s Aid Society 사장 겸 CEO 

• Stephen Cook,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 교수 

• Patricia Daley-Jimenez, NY School Nutrition Association 사장 

• Ray Denniston, Broome-Tioga BOCES Food Service(Farm to School) 공동의장 

• Kathleen Donahue, NYSUT 부사장 

• Maureen Donahue, Southwestern Central School District (Jamestown) 교육감  

• Diane Eggert, 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ew York 실무국장 

• Beth Finkel, AARP New York 실무국장 

• Kathy Goldman, Community Food Advocates 공동 이사 

• Harvey Lawrence, Brownsville Multi-Service Family Health Center 사장 겸 CEO 

• Mark Quandt, Food Bank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사장 

• Raul Russi, Acacia Network CEO 

• David Sutkowy, Onondaga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커미셔너 

• James Rogers, Food Industry Alliance 사장 겸 CEO 

• Laurie Tisch, Laurie M. Tisch Illumination Fund 사장  

• James Tomarken, Suffolk County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 

• Jeff Williams, NY Farm Bureau의 공공정책 국장 

 

농업 & 마켓, 아동 & 가정 서비스, 교육, 임시 지원 & 장애 지원, 건강 커미셔너와 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의 Farmers Markets 국장 및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국장도 직무 상의 

자격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지난 3년간 불우 뉴욕 주민들에게 식품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11년에 Cuomo 지사는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한 식품을 불우 커뮤니티에 

공급하는 FreshConnect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FreshConnect 프로그램은 청소년시장, 저소득 

주거 시설에의 식품 배달 및 전통적 파머스 마켓에서의 새 이니셔티브 같은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SNAP 급여 신청자 및 수혜자들을 위해 지문 촬영 요건을 종식시키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아동 및 성인의 기아를 줄이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Cuomo 주지사는 최근 Sandy 피해자들을 위해 초강력태풍 Sandy SSBG(Social Service 

Block Grant)의 지원금 5백만 달러를 지속적인 식품 구제활동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추수감사절 기간까지 푸드 뱅크 및 기타 긴급 푸드 프로그램의 지원 기금을 15%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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