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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NOURISH NEW YORK 프로그램을 법으로 성문화하는 법안에 서명  

  

S.4892-A/A.5781-A 법안, 농업 및 시장법에 따라 Nourish NY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명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퀸즈 코로나에서 Nourish New York 프로그램을 주법에 

영구히 명시하는 S.4892-A/A.5781-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서명은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에 이루어지며, 주 전역에 걸쳐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뉴욕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Nourish NY 프로그램의 시행은 뉴욕의 농장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휴일을 축하할 준비를 함에 따라, 저는 우리 주가 계속해서 기아와 싸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Nourish New York 이니셔티브는 주정부의 푸드 뱅크를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뉴욕의 잉여 농산물을 재분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주 정부의 푸드 

뱅크가 뉴욕 농부들과 식품 가공업자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시장을 잃은 식품 생산자와 농부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의 푸드뱅크는 세 차례의 프로그램을 통해 3,500만 파운드가 넘는 뉴욕 식품을 

구입했는데, 이는 29,800,000끼의 식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네 번째 라운드에서 

지금까지 뉴욕의 푸드 뱅크는 6,903,366 파운드의 음식을 구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5,752,805 파운드의 추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5월 시작된 이래 

Nourish NY에 총 8,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Nourish NY 식품 구매는 주 전역에 

걸쳐 4,178개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Nourish NY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NourishNY&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7af90735435940583ab808d9ac723ea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304289535986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mnKPfGA0bDwbZiRDv8fiKxOK7flSc4mEQDsimpU3xjU%3D&reserved=0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urish New York은 강력한 

북부/하부 주 파트너십의 정의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은 뉴욕 시민들을 위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품 시스템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직면한 가장 어두운 순간들 

중 하나인 Nourish New York은 식량 불안정의 엄청난 급증을 해결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북부 농부들에게 계속할 새로운 길을 제공한 동정심 많은 초당적 

지원의 등대였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윈-윈 프레임워크인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뉴욕 시민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북부/하부 연합을 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아를 악화시켰고 

이미 뉴욕 지구의 수천 가구를 포함한 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우리 농장들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Nourish NY는 우리 농업 커뮤니티의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푸드 

팬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구명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에서 Nourish NY에 

5천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추진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서명과 함께, 

우리는 현재 이 생명구조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새로운 

법안에 포함된 연례 검토를 통해 비상식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싸움에 참여한 후원자와 파트너들인 Hinchey, Borrello 상원의원과 Lupardo 의장과 

Heastie 의장님께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Hochul 주지사님과 주지사 

산하 팀이 이 생명구조 법안에 서명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최우선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식품 가격 상승과 점점 더 많은 식료품 저장소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새로운 법안은 완벽한 시기에 마련되었습니다."  

  

뉴욕 농장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urish NY는 팬데믹 기간 동안, 특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농장에서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님의 조치로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Nourish NY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서 과일, 채소, 유제품 등을 수확하고 포장하고 운송하는 비용을 계속해서 농부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 농업과 로컬 푸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팬데믹이 진정된 후에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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