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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식사 200,000개 지원 예정  

  

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성과를 거둔 뉴욕 계획을 기반으로 고통받는 

레스토랑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 레스토랑은 뉴욕주 지역과 지역사회의 다양성 상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Restaurant Resiliency 

Program)을 통해 연말연시 시즌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에게 식사 200,000끼를 

전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레스토랑은 모두 뉴욕주에 위치하며, 

뉴욕주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참가 레스토랑 중 다수가 코셔(Kosher)와 

할랄(Halal) 음식을 제고하며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을 대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뉴욕주의 어떤 가족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중 식품 불안에 시달리는 

뉴욕 주민과 고통받는 레스토랑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뉴욕의 성공에 필수적인 관대함과 협동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현재까지 

레스토랑으로부터 수백 개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중 1/3 이상이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의 신청서입니다. 그중, 코셔와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34곳을 비롯해 215개 

레스토랑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뉴욕의 푸드뱅크 10개 각 지역에서 레스토랑이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주 전역의 지역을 포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인 

받은 레스토랑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밀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르차(Barcha), 뉴욕 뉴욕: 1,400끼의 식사가 페이시스 뉴욕 주식회사(FACES 

NY, Inc.)와 뉴욕시 푸드뱅크(Food Bank for New York City)를 통해 배급됩니다.  

o 식사에는 마리나라 소스 비프 미트볼을 곁들인 허브 라이스와 메스클룬 

스프링 믹스 샐러드, 갈릭 버터 매시드 포테이토를 곁들인 크리스피 

치킨과 허니 머스터드 드레싱 케일 샐러드, 콜로살 토스톤스와 아보카도와 

완숙 토마토와 유기농 시금치와 올리브와 아티초크의 비건 히바리토, 허브 

라이스와 줄리엔 베지를 곁들인 지중해식 그릴드 치킨, 크리미 매시드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business%2Frestaurant-resiliency-program-approved-restaura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2122d42a79c4ecfa6c708d9c49750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69764569857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R6uNtL8ss%2FvpXqt9hJJxPvtk4c6aNaQBWh9cDBL49G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business%2Frestaurant-resiliency-program-approved-restaura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2122d42a79c4ecfa6c708d9c49750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69764569857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R6uNtL8ss%2FvpXqt9hJJxPvtk4c6aNaQBWh9cDBL49G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business%2Frestaurant-resiliency-program-approved-restaurant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2122d42a79c4ecfa6c708d9c49750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697645698570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R6uNtL8ss%2FvpXqt9hJJxPvtk4c6aNaQBWh9cDBL49GI%3D&reserved=0


포테이와 스프링 믹스 샐러드를 곁들인 크리스피 피시, 유기농 시금치와 

칙피, 당근, 아보카도를 곁들인 하티 퀴노아 볼 등이 포함됩니다.  

o 모든 식사는 뉴욕산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 파이어사이드 홀딩스(Fireside Holdings), 뉴욕 몬지: 7,000끼의 코셔 식사는 

록랜드 카운티 톰치 샤보스(Tomche Shabbos of Rockland County)와 노스이스턴 

뉴욕 지역 푸드뱅크(Regional Food Bank of Northeastern New York)를 통해 

배급됩니다.  

o 식사에는 매시드 유콘 포테이토와 차드 그린 빈스와 과일 콩포트를 곁들인 

그레이비 비프 브리스킷, 렌틸콩 브라운 라이스와 빈즈, 구운 배를 곁들인 

치킨 브레스트와 모듬 버섯 등이 있습니다.  

o 뉴욕산 식재료인 양파, 그린 빈스, 사과 버섯, 배, 닭 등을 사용합니다.  

• 하스켈스 시푸드 마켓 앤 카페(Haskell's Seafood Market and Café), 뉴욕 

웨스트햄튼: 500끼 이상의 식사가 뉴 디렉션 서비스(New Direction Services), 

뉴욕시 푸드뱅크(Food Bank for New York City), 롱아일랜드 케어스(Long Island 

Cares)를 통해 배급됩니다.  

o 식사에는 포지와 빈스와 브라운 라이스 앤 베지, 파로와 야채를 곁들인 

타일피시 커리, 퀴노와아 렌틸과 야채를 곁들인 스트립드 배스, 브라운 

라이스와 야채를 곁들인 망고 마히마히, 퀴노아와 야채를 곁들인 레몬 

페퍼 참치, 야채와 몽크피시 파로 리소토 등이 있습니다.  

o 뉴욕산 식재료인 참치, 몽크피시, 가리비, 감자, 파슬리, 케일, 꿀, 포지, 

타일피시, 스트립드 배스, 타임, 시금치 등이 사용됩니다.  

• 세렌디피티(Serendipity), 뉴욕 이타카: 500끼의 식사가 멘필드 푸드 

팬트리(Enfield Food Pantry)와 서던 티어 푸드뱅크(Food Bank of the Southern 

Tier)를 통해 배급됩니다.  

o 식사에는 쌀과 벨 페퍼와 양파와 토마토와 마늘과 케이퍼와 로즈마리와 

타임을 사용한 치킨, 쌀과 당근과 시금치와 크림과 선드라이드 토마토와 

양파와 마늘과 파마산 치즈를 사용한 치킨, 옥수수와 솔트 포테이토를 

곁들인 바비큐 소스 풀드포크, 쿠스쿠스와 양파와 벨 페퍼와 당근과 

가르반보 빈과 감자과 스쿼시와 컬리플라워와 토마토를 곁들인 치킨 

소시지 등이 있습니다.  

▪ 뉴욕산 식재료인 양파, 마늘, 크림, 감자가 사용됩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레스토랑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모든 자금을 소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와 신청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은 힘찬 출발을 싲가했습니다. 주 전역의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을 돕는 한편, 

우리 레스토랑에 굳건한 토대를 제공하여 이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 전역에 레스토랑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뉴욕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 농부들을 지원하고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restaurantresiliency&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82122d42a79c4ecfa6c708d9c49750f3%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5697645699565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69BtS76XohBDCHFEeRUkUF6k9wJkZfli%2BlRMhfLsAKE%3D&reserved=0


Joel Berg 헝거 프리 아메리카(Hunger Free America)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굶고 있는 뉴욕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고군분투하는 

레스토랑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연방 SNAP 수당을 

통한 주지사의 중요한 계획과 함께, 이번 노력은 힘든 연말연시를 맞아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Dan Egan 피딩 뉴욕 스테이트(Feeding New York State)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은 혁신적인 공공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푸드뱅크 커뮤니티는 레스토랑의 신규 참여를 

독려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수천 명에게 양질의 식사를 매주 제공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 데도 식품 불안정에 시달리는 뉴욕 주민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시장부 직원들은 이를 위해 모든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Melissa Fleischut 뉴욕주 레스토랑 연합(New York State Restaurant Association)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이 참여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뉴욕 레스토랑이 가진 모멘텀을 보여주며, 팬데믹 이후 세상에서 회복을 

지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뉴욕주 공무원과 협력하여 레스토랑 업계 및 모든 

뉴욕 주민 모두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Jeffrey Garcia 뉴욕주 라틴계 레스토랑 바 라운지 연합(New York State Latino 

Restaurant Bar and Lounge Associati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뉴욕 주민에게 수십만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다수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 전역의 레스토랑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하고 혁신적인 계획의 시행을 위해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게 되어 매추 기쁩니다."  

  

Scott Wexler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앤 태번 연합(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 후 단 시간 내에 주 전역의 뉴욕 주민에게 영양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속적인 팬데믹이라는 경제적 악재로 고생하는 

레스토랑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며 우리는 뉴욕 전역의 레스토랑에 이번 

노력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Andrew Rigie 뉴욕시 호스피탈리티 연맹(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투하는 레스토랑과 식품 불안으로 

고생받는 가족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는 리더십을 발휘해 연말연시 시즌 

뉴욕 주민에게 안정을 제공하는 한편, 주 전역의 영세업체에 지원을 제공해주신 Hochul 

주지사 및 의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 요식업계에 대한 구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 달러 규모의 음식점 재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과를 거둔 뉴욕의 계획을 기반으로, 뉴욕의 푸드뱅크 네트워크와 비상 

식량 공급자들이 뉴욕의 각 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하여 곤경에 처한 가정에 

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합니다.  

  

음식점 재건 프로그램은 뉴욕 보건부에서 뉴욕주 전역의 10개 푸드뱅크 네트워크로 

기금을 할당하게 되며, 이것은 2021-22 뉴욕주 예산의 일환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상 

식량 공급자들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프로그램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음식점들과 직접 협력할 예정입니다. 

레스토랑은 MyPlate.gov 기준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고, 허가 요건이 현재 유효하고, 

모든 건강 점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참여 음식점들은 가능한 경우 뉴욕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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