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9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기아 퇴치의 달을 기념하여 뉴욕주의 조치를 발표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는 뉴욕 농장 제품 5,000만 파운드 이상을 구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 약 5,000만 끼의 식사를 제공  

  

2022년 9월 23일 기아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뉴욕주 명소에 주황색 점등  

  

뉴욕 푸드 뱅크는 푸드 드라이브, 할당 등으로 기아 퇴치의 달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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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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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은 뉴욕주의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이니셔티브의 몇 가지 성과를 

기념합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팬데믹 기간 중 뉴욕의 농장을 지원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 농장 

생산 제품 5,000만 파운드 이상을 푸드 뱅크가 구입하도록 지원하여 식품 불안정에 

시달리는 가족에게 5,000만 끼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식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 년간 이러한 가족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주정부 기관과 주 전역의 파트너 단체는 너리시 뉴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은 이러하 노력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저는 기후 퇴치의 달을 맞아 지역 푸드 뱅크 행사에 참여하시기를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뉴욕주 명소는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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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사 등을 열어 이 날을 기념하면서 뉴욕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너리시 뉴욕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의 비상 식량 공급업체들이 뉴욕주 농부들과 

낙농업자들로부터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여 푸드 뱅크 및 비상 음식 제공 업체 등으로 

구성된 뉴욕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 가정에 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팬데믹 절정기에 시작된 너리시 뉴욕은 9,6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뉴욕주의 푸드 뱅크와 

비상 식량 공급업체가 지역 농부로부터 5,700만 파운드의 식량을 구입하여 뉴욕주 전역 

지역사회에 4,770만 끼의 식사를 배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31%는 유제품, 

29%는 생산, 40%는 육류, 계란, 해산물 등의 상품에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Hochul 주지사는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을 주법에 영구히 명시하는 

S.4892-A/A.5781-A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너리시 뉴욕에는 다섯 차례의 자금 조성을 

통해 현재까지 총 1억 4,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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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0개 농장과 농업 기업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황색으로 불을 밝히는 뉴욕주 명소  

  

뉴욕주 명소는 기아 퇴치의 날과 기아 퇴치의 달을 기념하여 9월 23일 금요일에 주황색 

조명으로 불을 밝힙니다. 올해를 맞아 4년 연속 뉴욕주 랜드마크에 주황색 조명을 

밝힙니다. 주황색은 첫 번째 푸드 스탬프의 색상이며 기아 퇴치 기관의 기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기아 퇴치의 월을 기념하여 주황색 조명으로 불을 밝히는 뉴욕주 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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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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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Educa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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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Empire Stat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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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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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NourishN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3e6df7d649744110b8808da9d79e2c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54440712642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esBPM2%2B6jIhJdvXJ6PZJR57akkZPE0yrMMt7h9xFYk%3D&reserved=0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센터(The Lake Placid Olympi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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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  

• 페어포트 리프트 브리지(Fairport Lift Bridge)  

  

뉴욕주는 기아에 맞서기 위해 오래 동안 힘써왔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몇 년간 기아를 

퇴치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뉴욕산 식음료를 

낙후된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전역의 농장과 학교를 연결하겠다는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 주 전역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뉴욕주 이니셔티브(NYS 

Initiative)의 30%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뉴욕 소재 

농장에서 최소한 30 퍼센트의 재료를 구입하는 모든 교육청을 위해서 식사당 현재의 5.9 

센트에서 25 센트까지 점심 급식을 하는 학교에 상환을 통해 비용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또 하나의 성과는 뉴욕주 식품 기부 및 식품 폐기물 재활용법(Food Donation and Food 

Scraps Recycling Law)의 일환으로 시행된 빈곤 뉴욕 주민에 대한 식품 기후 100만 

파운드 달성입니다. 해당 법안은 식품 폐기와 매립으로 인한 유해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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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원회는 취약 계층과 식량을 생산 및 공급하는 당사자들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의 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기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며 9월 28일 기아, 영양, 건강에 대한 백악관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Hunger, Nutrition, and Health) 시청을 독려했습니다.  

  

식품 배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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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획에는 

다양한 식품 할당, 식품 드라이브, 기타 기하 구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서던 티어 푸드 뱅크(Food Bank of the Southern Tier)는 "리더스 오브 더 

팩(Leader of the Pack)" 기금 모금 행사를 비롯해 가상 푸드 드라이브 행사를 열어 

지방 기업들이 서던 티어 푸드 뱅크를 위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 파트너 팀은 신속하게 가방을 싸는 경기에 나서는 한편, 

고객 가상 상점에서 기부를 모금합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30-percent-initiativ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3e6df7d649744110b8808da9d79e2c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54440712642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WwMoevNWdqgZ4Z1uHLVM9QgP%2BqAvNb53fp4WL%2BZoH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30-percent-initiative&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3e6df7d649744110b8808da9d79e2c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54440712642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WwMoevNWdqgZ4Z1uHLVM9QgP%2BqAvNb53fp4WL%2BZoH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griculture.ny.gov%2Fcouncil-hunger-and-food-policy&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b3e6df7d649744110b8808da9d79e2c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544407126423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BrUpmbW2m3Vhv0fCGvrVU2EKlrgrWPlxcL%2FXjz6wQGA%3D&reserved=0


• 푸드링크(Foodlink)는 Joseph Morelle 하원의원과 언론 행사를 함께 주최하여 

평등 학교 급식(Universal School Meals), 헬시 밀스(Healthy Meals), 건강한 

아동법(Healthy Kids Act) 등 연방 기아 방지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푸드링크의 

연계 추계 기금 모금 행사인 페스티벌 오브 푸드(Festival of Food)는 또한 2019년 

최초로 도시의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으로 귀환했습니다.  

• 아일랜드 하베스트(Island Harvest)는 한 달간 진행되는 "빌드 어 박스(Build a 

Box)" 푸드 드라이브 활동 등 식품 불안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행사와 아이디어 실현 등을 비롯해 인터랙티브 기아 퇴치 

월간(Hunger Action Month) 달력을 공개했습니다.  

• 롱아일랜드 케어스 주식회사(Long Island Cares, Inc.) - 더 해리 채핀 지역 푸드 

뱅크(The Harry Chapin Regional Food Bank)는 롱아일랜드 하포지 산업 

협회(Hauppauge Industrial Association of Long Island)와 함께 기아 행동의 

날(Hunger Action Day)을 기념했습니다. HIALI의 구성원인 수 개의 기업은 직원 

한 명 당 10.00 달러를 롱아일랜드 케어스에 기부했으며, 기아 퇴치의 날 모여 

단체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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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A. Ball 농업시장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퇴치의 달은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식품 불안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연례 행사이며 주 전역의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기 농업시장부에서 우리는 매일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은 푸드 뱅크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 5,000만 끼를 제공하는 한편, 신선한 농장 생산 제품을 구매하여 우리의 

농장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Daniel W. Tietz 임시 및 장애 지원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에서 너무 많은 가족들이 식품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않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기아 퇴치의 달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너리시 뉴욕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굳건한 지원은 모든 뉴욕 주민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Michelle Hinch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적정가격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으로서 제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뉴욕 농장에서 생산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식품 

불안정에 시달리는 지역 가족들에게 연결하는 것이며, 이는 식품 확보를 위한 생명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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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너리시 뉴욕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아 위기에 대한 솔루션 확보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 퇴치의 달을 맞아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푸드 뱅크와 응급 식품 제공업자들은 뉴욕의 생산자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잔여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농업 부문은 주 전역의 식품 불안 해결 

노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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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모든 시외, 교외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근로자, 고령자, 아동, 퇴역 군인, 

장애인 등 뉴욕주 주민 200만 명은 현재 식품 불안을 겪고 있으며 충분한 식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아 퇴치의 달은 기아 퇴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 

및 시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며, 모든 사람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빈곤을 없애고 경제 기회를 확대하고 적절한 정부 안전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David Fisher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리시 뉴욕은 주 전역의 농장과 지역 푸드 뱅크, 비상 팬트리를 연결하는 귀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기회는 생산업자와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 

모두를 연결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는 더욱 

소중합니다. 기아 퇴치의 달은 뉴욕에서 강한 농업 시스템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모든 뉴욕 주민이 신선한 산지 생산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뉴욕주 및 

농부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리시 뉴욕 및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Dan Egan 피딩 뉴욕(Feeding New York State)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너리시 뉴욕, 기아 예방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Hunger Prevention and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식품 폐기물 회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푸드 뱅크 및 기타 기아 대책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가 끝났다는 거짓 징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이상 코로나 봉쇄 중인 것은 아니지만, 식품 기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이웃과 그들의 사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정부와 협력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뉴욕에서 생산한 양질의 식품 수백만 파운드를 굶주린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농장과 푸드 뱅크, 굶주린 이웃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웃이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고 우리의 사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 날이 올때까지 푸드 뱅크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Michael Haynes 롱아일랜드 케어스 주식회사 정부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아 퇴치의 달을 맞아 롱아일랜드 케어스 주식회사 - 더 해리 채핀 푸드 뱅크는 뉴욕주 



피딩 아메리카와 함께 협력하여 푸드 뱅크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 불안정에 시달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직원, 자원봉사자, 기관,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여 기아, 영양, 건강에 대한 백악관 컨퍼런스에 가상으로 

참석하게 하는 지역 파티를 주최합니다.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국의 기아 퇴치 

지원자들의 노력을 모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아가 없는 미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Julia Tedesco 푸드링크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리시 뉴욕 기금은 

푸드링크를 비롯한 지역사회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주요한 자원으로서, 우리는 지역 

생산자를 지원하는 한편,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위해 신선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를 인지하고 팬데믹 대응 프로그램을 주 예산의 영구적인 

법안으로 반영해주신 주정부 공무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롱아일랜드 기반 아일랜드 하베스트 푸드 뱅크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Randi Shubin 

Dres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식품, 연료, 기타 필수 공공재의 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식품을 사는 것과 차에 연료를 넣는 것,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아 퇴치의 달은 뉴욕 주민들이 기부, 자원봉사, 지원 등 기아 퇴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너리시 뉴욕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식품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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