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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년 시정연설의 일환으로 너리시 뉴욕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할 

2,500만 달러 발표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로 굶주리는 뉴욕 주민이 없도록 보장  

  

뉴욕의 농부 및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속  

  

뉴욕 농업 경제의 안정성 보호  

  

뉴욕 주민들이 영양가 있는 로컬 푸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일환으로 너리시 뉴욕(Nourish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2,5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굶주리는 뉴욕 주민이 없도록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뉴욕주 농부와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속하고 농업 경제의 

안정성을 보호하며 뉴욕 주민들이 계속해서 영양가 있는 로컬 푸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너리시 뉴욕은 1,700만 파운드의 식품을 2,640만 

달러로 구매했으며, 백만 가구 이상이 식품 배포를 통해 뉴욕주 제품을 받았고 4,000가구 

이상이 이니셔티브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해 동안, 너무 많은 뉴욕 가정이 

사회 복지 및 지역 사회 제공자의 손길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식량 

불안정과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오랫동안 팜 투 푸드뱅크(Farm to Food 

Bank) 세액 공제 및 학생 기아 근절(No Student Goes Hungry) 캠페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불안을 없애고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모든 뉴욕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으며, 식품 시스템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모든 뉴욕 가족이 건강하고 

지역에서 기른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식량 불안의 완화와 농업의 탄력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주지사는 생산자가 신선한 식품을 긴급 식품 시스템에 기부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팜 투 푸드뱅크 세금 공제를 설립했습니다. 2018년에 주지사는 또한 학생 기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 캠페인은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캠퍼스의 식료품 저장실 설립을 이끌어냈고 팜 투 스쿨 프로그램(Farm-to-

School Program)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늘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부들을 새로운 기회에 연결하고 튼튼한 

농업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굶주림을 퇴치하려는 주지사의 헌신 중 일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농부들은 급격한 공급망 전환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수입이 손실되고 신선한 잉여 식품, 특히 유체 우유가 낭비되었습니다. 동시에 

비상 식품 공급자를 통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주 전역에 걸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농부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한 주지사는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에서 재배, 성장 또는 가공된 

식품의 구입을 위해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농부와 

낙농 가공업자에게 중요한 대체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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