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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최근 자연 재해와 인도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CHOBANI 가 거의 30 만 개의 제품을 기부한다고 발표  

  

20 만개의 제품은 허리케인 아이다(Ida) 구호 단체로 보내지고, 10 만개는 아프간 

피난민들과 미군 병사들에게 추가로 보내질 예정  

  

뉴욕 기업과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  

  

사진은 여기에서 그리고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본사를 둔 식품 제조업체 Chobani 가 허리케인 

아이다(Ida)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미군 기지에 수용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고 

있으며, 뉴욕 요거트를 포함한 거의 30 만 개의 제품을 기증하고 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여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한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자국 군대를 돕기 위해, Chobani 는 뉴욕 북부 공장에서 식품을 가득 실은 

트럭을 뉴욕시 지역, 루이지애나(Louisiana), 뉴저지(New Jersey)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청장인 Richard A. Ball 은 오늘 Chobani 와 우티카(Utica) 난민센터 

대표단과 함께 아이다(Ida)의 피해를 입은 뉴욕의 마마로넥(Mamaronek)에 구호품을 

전달할 트레일러에 식품을 싣는 것을 돕고 가능한 한 다른 뉴욕 기업들이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고, 

오늘날 Chobani 의 기부는 우리의 관대함과 전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저는 도움을 주고 싶은 모든 기업과 뉴욕 시민들이 Chobani 의 선례를 따르고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여 아이다(Ida)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난미들이 회복하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독려합니다."  

  

Chobani 는 허리케인 아이다(Ida)가 남겨둔 황폐화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요거트를 포함한 약 10 만 개의 제품을 트럭으로 뉴욕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푸드 뱅크에 보내고, 추가로 10 만 개의 제품을 루이지애나(Louisiana)에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욕 마마로넥(Mamaroneck)에서 Chobani 는 9 월 초 뉴욕 지역을 

강타한 아이다(Ida)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0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NYSDoingGoodEvent.pdf
https://www.youtube.com/watch?v=L16z-crUKsg


또한, Chobani 는 USO 와 협력하여 뉴욕주 센트럴의 공장에서 버지니아주의 포트 

리(Fort Lee)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고 미국 군인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뉴저지의 맥과이어-딕스-레이크허스트(McGuire-Dix-Lakehurst) 합동 기지로 트럭 

한 대와 거의 10 만 컵의 제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Chobani 의 임무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세상을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Chobani 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연안에서 연안으로 

850 만 개 이상의 제품을 기부하고, 주의 우유 환매 프로그램인 Nourish New York 에 

참여하는 등 오랫동안 곤란에 처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대를 

위한 연휴 식사(Holiday Meals for Military)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별 기간 한정 

PB&J 푸드 뱅크 요거트 배치를 만들어 수익의 100%를 Feeding America 푸드 뱅크에 

기부하여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청장인 Ba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지난 1 년 반 동안 계속해서 

증명되었듯이, 어려운 시기 동안 항상 이웃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Chobani 가 건강하고 맛있는 뉴욕 유제품을 곤란을 겪는 가정에 기부하는 데 앞장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른 사람들도 Chobani 의 선례를 따를 것을 독려합니다.  

  

Chobani 창립자이자 CEO 인 Hamdi Ulukay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 주 

동안 자연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국내외의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식품 회사로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역경과 손실의 시기에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치유와 재건 그리고 재정착 노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업과 국가로서 사람들이 먹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실을 주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웃을 돕도록 

격려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9 월 6 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방 정부와 뉴욕 시민들에 연방 

재정 구호를 제공하고 허리케인 아이다(Ida) 잔해로 인한 홍수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자격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개인 및 공공 지원을 전달하는 신속한 주요 재난 선언문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및 공공 지원 선언문에 포함된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롱크스(Bronx), 퀸즈(Queens), 킹스(Kings), 리치몬드(Richmond),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현재 뉴욕 카운티는 공공 지원에만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FEMA 및 연방, 주 및 지역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을 포함하여 집을 

잃은 뉴욕 시민들은 위기 상담, 실업 지원, 주택 수리,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앞서 뉴욕주가 문제가 있는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폭력과 

불안정을 피해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도착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민 지원국(Refugee Services) 및 미국시민 등록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박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수용하는 주 정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announces-federal-approval-major-disaster-declaration-wake-ida-flooding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welcomes-refugees-fleeing-violence-and-instability-afghanistan


뉴욕주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은 미국시민 

등록국(Office for New Americans) 핫라인(1-800-566-7636 번)으로 연락하여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그들이 어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또한 기밀 지원 및 후원 및 서비스 연결이 필요한 모든 이민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obani 소개  

Chobani 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세상을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간단히 말해, 모두를 위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은 가치 중심적이고, 사람 우선적이며, 음식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춘 회사이며, 2005 년 미국으로 이민 온 Hamdi Ulukaya 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요거트, 오트밀크, 유제품 및 식물성 크리머, 즉석 음료 커피 및 식물성 

프로바이오틱 음료를 생산합니다. Chobani 요거트는 미국 최고의 요거트 브랜드로, 인공 

방부제 없이 천연 재료만을 넣어 만들어집니다.  

  

Chobani 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인류를 우선시하면서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힘으로 음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자선 활동은 우리 지역사회 등에 환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어린이 굶주림을 근절하기 위해 일하고, 이민자, 난민 및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지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뉴욕, 

아이다호(Idaho), 호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hobani 제품은 북미 전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호주 및 기타 일부 시장에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hobani.com 을 방문하십시오. Facebook, Twitter, Instagram 및 LinkedIn 에서 이 

회사를 팔로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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