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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1 여성 어젠다의 일환으로 뉴욕주 케어스+베이비투베이비 다이퍼 

뱅크 설치 제안 발표  

  

베이비투베이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0만 기저귀를 기부받아 뱅크 설치  

  

뉴욕주 푸드 뱅크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무료로 기저귀 배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 여성 어젠다(2021 Women's Agenda)의 

일환으로 뉴욕주 케어+베이비2베이비 다이퍼 뱅크(New York State Cares + Baby2Baby 

Diaper Bank)을 설립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인 베이비투베이비(Baby2Bab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0만 개의 기저귀를 확보하여 뉴욕의 비상 급식 

프로그램(Emergency Feeding Program)에 제공하고 주 전역의 푸드 뱅크를 통해 뉴욕 

가족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면한 뉴욕 가족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도 세 가족 중 하나는 힘들게 기저귀 비용을 마련했으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 재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만들고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주 전역의 

가족이 부담하게 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며, 우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중요한 이번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신 

베이비투베이비에 감사드립니다."  

  

주지사 직속 여성 및 소녀 위원회(Governor's 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회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뉴욕 주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보육 공백과 자녀 보호를 위해 고전하는 부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제품을 

구입하는 일때문에 고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베이비투베이비와 파트너십을 통해 

다이퍼 뱅크를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지역사회의 푸드 뱅크에서 

무료 기저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여성, 

유아, 아동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을 위한 특수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도 기저귀를 지급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기저귀가 식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기부 받은 제품에 의존하거나, 필요한 기저귀를 

마련하기 위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모든 보육 시설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저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 시설 아동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뉴욕 가정의 26 퍼센트는 연방 보육 

지원을 받지만, 보육원에 보내는 자녀에 대한 기저귀 비용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21 퍼센트는 연방 빈곤 수준의 100 퍼센트 금액 미만의 

소득을 보유하며, 기저귀 비용은 저소득 가정 예산의 최대 14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베이비투베이니의 공동 최고경영자인 Norah Weinstein과 Kelly Sawyer Patrico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2,000만 개의 

기저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뉴욕주와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빈곤 

가정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가족들은 이미 아기를 위한 기저귀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자, 부모들이 심지어 신문과 수건으로 직접 

기저귀를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의 수요는 즉각적으로 350%나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수십만 명의 뉴욕 부모님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식탁에 음식을 놓고,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퍼 뱅크는 뉴욕의 가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가 이끌어온 일련의 

정책의 연장선 상에 위치합니다. 2016년 Cuomo 주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을 법제화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근면한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경제적 보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지사는 교육 평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계속 힘쓰고 있으며 유아원(pre-K) 

전일반을 확대했으며, 뉴욕 최초로 3세 아동의 유아원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지역사회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의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저 임금을 늘려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 가정을 위한 

보육 세액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뉴욕주 케어스+베이비투베이피 다이퍼뱅크는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은 2020년 4월 주지사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의 낙농 농부들이 주요 시장을 

잃은 것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뉴욕의 푸드 뱅크가 겪는 중요하고 증가한 수요에 

대응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너리시 뉴욕은 1,700만 파운드 규모의 식품을 

4,400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가정이 음식 배포를 통해 뉴욕주 생산품을 

수령했으며 4,000개 이상의 농장이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1월 17일 



 

 

Cuomo 주지사는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일환으로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2,5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동 최고경영자 Kelly Sawyer Patricof와 Norah Weinstein이 경영하는 

베이비투베이비는 기저귀, 의류, 기타 필수품을 빈곤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중 

1억 5,000만 개의 제품은 기저귀, 위생용품, 의류를 노숙자 쉼터, 가정폭력 프로그램, 

위탁 가정, 병원, 교육청을 비롯해 카운티 전역에서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아동들에게 제공했습니다.이러한 지원품 개수는 어떤 단체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구호 작업을 통해 2020년에만 5,000만 개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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