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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기아 퇴치의 달을 기념하여 뉴욕주의 조치를 발표  

  

‘너리시 뉴욕’의 제4차 기금 2500만 달러로 취약 가정에 식품을 전달하고 뉴욕주 

농부들을 지원할 예정  

  

2021년 9월 17일 기아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뉴욕주 명소에 주황색 점등  

  

푸드 뱅크가 주 전역에서 식품 배급, 푸드 드라이브 등으로 기아 퇴치의 날을 기념  

  

Kathy Hochul 주지사는 매년 9월에 식량 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아 퇴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행사인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을 기념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조치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4회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식품을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 비상 식량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2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분배하면서 이번 달에 개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정기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총 자금은 8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명소는 9월 17일 금요일 기아 퇴치의 날(Hunger Action Day)에 주황색으로 

점등되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역사회에서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 뉴욕주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푸드 뱅크는 일련의 

식품 배급, 푸드 드라이브 등으로 기념하면서 뉴욕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모두가 1년 반 동안 식량 수급 

불안의 문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겪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식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역사회에서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기아 퇴치의 달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주민이 기아 퇴치의 달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팬데믹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너리시 뉴욕  

제4회 너리시 뉴욕 행사가 이번달에 시작되어 뉴욕주의 비상 식량 공급업체들이 뉴욕주 

농부들과 낙농업자들로부터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여 연휴를 포함한 연말까지 취약 

가정에 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팬데믹 절정기에 시작된 너리시 뉴욕은 

https://agriculture.ny.gov/NourishNY


뉴욕주의 푸드 뱅크와 비상 식량 공급업체가 지역 농부로부터 3500만 파운드의 식량을 

구입하여 뉴욕주 전역 지역사회에 2900만 인분의 식사를 배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1년-2022년 뉴욕주 예산(New York State Budget)에서 통과된 제4회 프로그램의 

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계약을 통해 참여 푸드 뱅크와 비상 식량 

공급업체에게 재할당될 예정입니다. 비상 식량 공급업체는 다음의 방식으로 할당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사/경품을 통한 푸드 드라이브 준비  

• 주 전역의 식료품점에서 치즈, 요구르트, 우유, 사워 크림, 버터와 같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제품 바우처를 배포 및/또는  

• 뉴욕 유제품/식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식품 프로그램을 제공.  

  

너리시 뉴욕에는 네 차례의 자금 조성을 통해 현재까지 총 8500만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상 식량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어 우유, 요구르트, 

치즈, 코티지 치즈, 농산물, 육류, 해산물, 계란 등과 같은 뉴욕주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드라이브 스루 배급, 푸드 박스,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식료품, 급식소 등을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송하는 자금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농산물 판매처를 잃은 뉴욕주 농부와 생산자들도 지원합니다. 

푸드 뱅크의 구매를 통해 4,178개 농장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황색으로 불을 밝히는 뉴욕주 명소  

뉴욕주 명소는 기아 퇴치의 날과 기아 퇴치의 달을 기념하여 9월 17일 금요일에 주황색 

조명으로 불을 밝힙니다. 뉴욕주는 3년 연속으로 기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명소에 주황색 조명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첫 번째 푸드 스탬프의 

색상이며 기아 퇴치 기관의 기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기아 퇴치의 월을 기념하여 주황색 조명으로 불을 밝히는 뉴욕주 명소: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스테이트 에듀케이션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주 박람회장 - 메인 게이트 & 엑스포 센터(Main Gate & 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 Franklin D.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 Roosevelt Mid-

Hudson Bridge)  

• MTA LIRR - 펜 스테이션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at 

Penn Station)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뉴욕주는 기아에 맞서기 위해 오래 동안 힘써왔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몇 년간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학생 기아 근절 계획(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기아를 퇴치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뉴욕산 식음료를 낙후된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아 및 식품 정책위원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는 주 정책 입안자에게 

기하를 퇴치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정책위원회는 몇 년 동안 취약 계층과 식량을 생산 및 

공급하는 당사자들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의 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기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품 배포 이벤트  

뉴욕주의 10개 지역 푸드 뱅크도 기아 퇴치의 달을 자체적으로 기념하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활동에는 식품 배포와 푸드 드라이브를 비롯하여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와 

일렉트릭 타워(Electric Tower)를 포함한 지역 명소의 점등을 홍보하는 피드모어 웨스턴 

뉴욕(Feedmore Western New York)과 같은 기타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피딩 

웨스트체스터(Feeding Westchester)와 같은 다수의 푸드 뱅크도 지역의 비영리 단체와 

제휴하여 각 지역에서 직접 대면 및 가상의 모금 단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푸드 뱅크는 

기아 퇴치의 날에 주황색 옷을 입고 소셜 미디어에 활동의 취지를 게시하도록 뉴욕 

주민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찾거나 지역 푸드 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피딩 뉴욕 

스테이트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퇴치의 달은 뉴욕주의 식량 수급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주민이 식량을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뉴욕주는 식량 수급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 농장과 취약 계층 가정을 

성공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에서부터 뉴욕주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푸드 뱅크 네트워크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입법기관이 농업 커뮤니티와 이웃에게 오래 지속되는 

https://agriculture.ny.gov/council-hunger-and-food-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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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주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9월뿐만 아니라 연중 서로 협력할 것을 권장하는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주거지나 

직업에 관계 없이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푸드 뱅크에 의존하게 되면서 뉴욕주의 

기아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시기에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팬데믹 관련 재정적 손실 때문에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부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2500만 달러의 추가 투자 덕분에 너리시 뉴욕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뉴욕 

주민을 위한 열정적 지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기아 퇴치의 

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지역사회의 식량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뉴욕 주민을 위해 주 전체에서 더 민첩한 식량 공급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기아 퇴치의 달을 

기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식량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 뱅크, 

푸드 드라이브, 식품 배급 센터는 취약 가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과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주 전역에서 

가치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e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리시 뉴욕은 뉴욕주의 농장과 취약 계층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금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유제품을 포함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뉴욕주가 팬데믹을 극복하는 가운데 농장들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은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해 주지사와 입법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피딩 NYS의 전무 Dan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리시 뉴욕은 지속적으로 취약한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영양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리시 뉴욕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 푸드 뱅크, 취약 계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농업과 식품 업계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시 푸드 뱅크(Food Bank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CEO인 Leslie Go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 팬트리와 급식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너리시 뉴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민들을 필수적인 식량 리소스와 연결하여 리더들과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에서 식량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기아 퇴치의 달에 지역의 

푸드 뱅크와 제휴하여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센트럴 뉴욕 푸드 뱅크(Food Bank of Central New York)의 Karen Belcher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푸드 뱅크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리시 뉴욕을 통한 모금은 유제품, 농산물, 기타 식량을 배급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36년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농업 

파트너십을 형성했으며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는 그러한 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아 퇴치의 달에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연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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