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7월까지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뉴욕에서 생상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너리시 뉴욕에 대해 2,500만 달러의 추가 기금 발표  

  

너리쉬 뉴욕이 출범한 이후 2,100만 파운드의 잉여 농산물이 뉴욕주 전역의 130만 개 

이상의 가구에 공급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7월까지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의 푸드 뱅크 및 비상 식량 공급자 네트워크로 2,500만 

달러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가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때 너리시 뉴욕을 개시한 이래로, 뉴욕 농부들로부터 2,100만 파운드의 잉여 

농산물을 구입하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130만 개 이상의 가구에 

배달했습니다. 주지사의 2021년 주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된 자금의 

이 세 번째 라운드를 사용한 구매 및 식품 유통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너리시 뉴욕이 

출범한 이래로 총 6천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투자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전역의 가족과 농부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는 지난 봄 출시 이래로 농업 생산자를 주 전역의 푸드 

뱅크와 연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신선한 현지 음식을 제공하는 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자금 조달은 굶주리는 뉴욕 주민이 없고 가정이 영양가 

높은 식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뉴욕의 농업 경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은 뉴욕의 푸드 뱅크와 비상 식품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뉴욕 농부 및 유제품 제조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식품을 

배달합니다. 비상 식량 공급자는 너리시 뉴욕 기금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행사/경품을 통한 푸드 드라이브 설정  

• 주 전역의 식료품점에서 치즈, 요구르트, 우유, 사워 크림, 버터와 같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제품 바우처를 배포 및/또는  

• 뉴욕 유제품/식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식품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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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하고 기르거나 

가공한 식품의 구입을 위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2,500만 달러, 프로그램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 1천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농부와 낙농 가공업자에게 

중요한 대체 수익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150개 이상의 농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너리시 뉴욕 프로그램은 백만 개 이상의 가족에게 영양가 있는 

유제품, 과일, 채소 등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농부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위한 

시장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뉴욕주 농부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전반에 걸쳐 실직 및 기타 고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원을 

늘렸습니다. 헬스 어크로스 올 폴리시(Health Across All Policies) 이니셔티브의 예인 

너리시 뉴욕은 푸드 뱅크와 농부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양가 있는 식품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의 식탁에 도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중요한 공중 보건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딩 뉴욕 스테이트(Feeding New York State) 집행 이사 Dan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리시 뉴욕은 우리 푸드 뱅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최고 품질의 

뉴욕 원산지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푸드 뱅크와 농부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주시는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리시 뉴욕을 위한 이 추가 기금은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이겨내고 있는 

많은 농부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 모든 지역의 

농장에서 푸드 뱅크로 식품을 옮기고 농부들의 제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는 Cuomo 주지사가 설립한 특별 태스크포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 인사가 포함됩니다.  

• Kelly Cummings 주 운영 및 인프라(State Operations and Infrastructure) 국장  

• Richard Ball, 농업 커미셔너  

• Rossana Rosado, 주무장관  



 

 

• Karim Camara, 신앙 기반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국(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전무 이사  

• Fran Barrett, 비영리 국장  

• Mike Hein,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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