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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굶주린 뉴욕 주민을 도우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430 만 달러의 보조금 발표

자금 지원 프로젝트, 획기적인 2019 년 식품 재활용법을 기반으로 식량 기부를 촉진하고
기후 변화를 퇴치
환경 보존부, 뉴욕주 푸드 뱅크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재활용 백을 배부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111 개 프로젝트에 총 430 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량 기부와 재활용을 통해 굶주림을 예방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식품 저장실 및 무료 급식소
등 지방 자치 단체와 기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남아도는 식용 식품을 식량
불안정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유기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 불안정이라는 끔찍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빈곤층 가정에게 음식물 낭비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립지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뉴욕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정부 및 지역 사회 단체가 음식물 폐기물을
예방하고 음식물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뉴욕주 전역의 기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스마트한 투자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음식물 낭비는 상당한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보조금은 식품 구조
노력을 개선하고 남은 음식물을 매립지에서 처분하지 않고 그 용도를 전환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와 긴급 식품 구호 단체를 지원합니다. 남은 음식물의 매립을 줄이는 것은
뉴욕주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완화 조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 환경 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서 이 보조금을 관리합니다.
환경 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구매한
음식의 25%를 낭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식량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은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공공 봉사 활동과 혁신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방식의
조합으로 식량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우며 음식물 폐기물을 줄여 더
강력하고 건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합니다."
지방 자치의 남은 음식물 줄이기, 식품 기부 및 남은 음식물 재활용 보조금
환경 보존부는 음식물 낭비 예방 및 감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식량 기부 및 구조
노력을 능률화하고,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및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인 27 개 지방 자치 프로젝트에 총 328 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기반 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자치 폐기물 흐름에 들어가게 되는 음식물 낭비 및 남은 음식물의
양을 줄입니다. 음식물 낭비 감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지방
자치의 퇴비화 및 기타 유기물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지방
자치 보조금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

•

코틀랜드 시 - 195,936 달러: 이 기금은 음식물 낭비 예방 및 감축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인 코틀랜드 식량 프로젝트 구호 및 폐기물
방지(Cortland Food Project Rescue and Waste Prevention)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코틀랜드 최초의 로컬 푸드 구호 시스템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개발
및 시행하여 "가장 신선한 상태를 지난" 대량의 농산물을 찾아 훈련받은 프로그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이를 부가 가치를 지닌 식품으로 가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식품 저장실, 무료 급식소, 계획된 상업 지역 사회 주방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등 기존의 현지 기아 대책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호머 애비뉴 활성화
프로젝트(Homer Avenue Revitalization Project) 현장에 위치할 것입니다..
오시닝 타운 - 99,145 달러: 이 타운은 약 38,300 명의 주민과 인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남은 음식물 재활용 시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근 환경 법무부(Environmental Justice) 지역 사회 등 몇몇 공공장소와
주택을 위한 수집함을 구매하고 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할 키트에 포함할 정보
자료를 개발할 것입니다. 티타운 호수 보호 구역(Teatown Lake Reservation)은
음식물 낭비 예방 및 감소, 퇴비화 관련 지역 사회 교육 이벤트 및 프로그램과
타운에서 운영하는 남은 음식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톰킨스 카운티 - 70,426 달러: 카운티는 카운티 내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 낭비 예방 및 식량 기부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쇼핑, 스마트 저장 및 스마트 푸드 준비에 초점을 맞춰 세입자 및 부동산
관리자를 교육합니다. 남은 기부는 톰킨스 카운티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추가
배포를 위해 우정 기부 네트워크(Friendship Donations Network, FDN)로 보내
남은 식용 음식을 공유하기 위한 푸드 허브 쿨러를 세웁니다. 또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 부엌에서 남은 음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무료 도구 키트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퇴비를 만들기 위한 부엌" 교육 자료를 개발합니다.

•

슬리피 할로우 빌리지 - 11,286 달러: 이 마을은 소득 또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있는 교육 활동과 자료 등 남은 음식물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합니다. 퇴비화를 위해 주민에게
500 개의 무료 시작 키트(조리대 남은 음식물 수집 용기 및 저장통)를 제공하는
남은 음식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또한 스페인어 번역, 저소득층
거주자 및 노인 등의 참여를 장려해 모든 인구를 고려하여 지원 자료를
제작합니다.

긴급 식품 구호 단체 보조금
식품 저장실 및 기타 지역 긴급 식품 구호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원
활동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종종 지역 기업, 농장 및 기타 식품 기증자와
협력을 통한 식량 기부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품의 재고를 보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 저장실 및 단체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 활동이며 제한된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십을 수립하거나 기증된 상하기 쉬운 식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보관
장비와 차량을 구매할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증자와
식량 구호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 저장실과 무료 급식소에 보낼 준비가 된
신선한 농산물 등 매우 영양가가 높지만 상하기 쉬운 식품은 종종 낭비됩니다.
환경 보존부는 84 개의 프로젝트에 11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 파트너십 개발에 중점을 둔 식량 회수 직원 고용, 효율적인 저온
저장 장비 구매, 구호용으로 준비된 상하기 쉬운 농산물을 위한 주방 장비, 식품을
운송하는 차량,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 준비된 상하기 쉬운 식품 회수 및 유통 네트워크
시행. 또한, 여러 프로젝트에는 식품 저장실에서 받은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 및 요리 교실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과
워크숍은 고객이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제한된 음식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조되는 보조금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Iris House - 13,720 달러: 센트럴 할렘의 Iris House 는 뉴욕시 이스트 할렘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나눠 주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Iris House 는 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식품 저장실
백을 이스트 할렘의 팝업 장소로 운반하는 밴의 운영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센트럴 할렘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덜어 줍니다. Iris House 는
영양에 관한 팸플릿을 개발 및 배포하고 서비스를 광고해 무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립니다.
Second Chance Foods - 15,000 달러: 뉴욕 카멜에 있는 비영리 식품 구호
단체인 Second Cance Foods 는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구조된 음식을 조리된
식사로 만들거나 현지 음식 프로그램에 기부할 식사 일부를 준비하는 주방
관리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흠이 있는 농산물 및 익숙하지 않은 식품 등 구조
식품을 가공함으로써, Second Chance Foods 는 무료 급식소 주방 관리자와 식품

•

•

저장실 고객에 의해더 많은 구조 식품이 "사용 가능"한 음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의 양을
늘립니다.
Comfort Food of Washington County, Inc. - 12,420 달러: Comfort Food
Community(CFC)는 식료품점 접근이 쉽지 않은 농촌 지역과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빈곤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FC 는 자원봉사 모집 및
관리, 구조 활동 조율 및 감독을 통해 봉사 지역 35 개 농장의 수집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식량 회수 도우미(Food Recovery Assistant)를
고용합니다. 식량 회수 도우미는 Fresh Food Collective 의 봉사 활동 및 교육
요소에 관한 업무도 맡습니다. CFC 는 또한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수집한 농산물
레시피 카드와 조정된 식사 키트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여 농산물을 받는 사람이
모든 재료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식단에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itney Meadows Community Farm, Inc. - 15,000 달러: Pitney Meadows
Community Farm, Inc.는 사라토가 스프링스의 비영리 단체로서 도시 농업, 농지
보존,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 이용 확대 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식품 저장실을 위한 식량 재배에 전념하는 "기부 정원(Giving
Garden)"을 세우고 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기부 정원 및 관련 기부 파트너십을
감독하는 농장 관리자를 고용합니다. 또한 신선하게 수확한 야채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씻어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현지 식품 저장실에 기증하기 전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워크인 쿨러를 설치합니다.

수상자/수령자 전체 목록 및 프로젝트 요약은 환경 보존부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c.ny.gov/chemical/98102.html.
뉴욕주는 기아 퇴치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Cuomo 주지사는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기아를 퇴치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뉴욕산 식품 및 음료를 낙후된 지역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학생 기아 대책(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주지사가 서명한 2019 년 식품 기부 및
남은 음식물 재활용(2019 Food Donations and Food Scraps Recycling)법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지정된 남은 음식물 발전기는 먼저 식용 식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부하고, 둘째로 실행 가능한 재활용 시설이 25 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률에 대응해 환경 보존부는
기증된 식품의 유입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뉴욕주 식량 공급
은행(Feeding New York State)에 80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보조금은 Latham 의 뉴욕 북동부 지역 푸드 뱅크(Regional Food Bank of
Northeastern New York)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시민들이 3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주 전역 플라스틱 백 금지 조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환경
보존부는 뉴욕주 식량 공급 은행과 협력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백을
가져오도록 장려하는 환경 보존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주 전역 푸드 뱅크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백을 배부할 것입니다. 뉴욕주 식량 공급 은행은 5,000 개 이상의 식품 저장실, 무료
급식소, 쉼터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BYOBagNY 이니셔티브는 소매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교육을
위해 주 및 현지 파트너와 함께 뉴욕에서 실시하는 종합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
환경과 지역 사회에서 비닐 봉지 폐기물의 재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매년 약 230 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각각의 봉지는 12 분 정도
사용됩니다. 이 엄청난 총량의 약 85%가 매립지, 재활용 기계, 수로 및 거리로 가게
됩니다. 홍보 활동 및 법률 시행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 보존부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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