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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재배한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기아 방지 계획(NO STUDENT GOES HUNGRY INITIATIVE) 개시 발표

이 계획으로 수업 시작 후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1,400개 학교에 주 기금 7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주지사의 시정방침(State of the State) 공약을 지킬 예정
150만 달러 기금을 학교에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Farm-toSchool Program)을 확장하고 지역 식품을 선택하도록 장려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학생 기아 방지(No Students Goes Hungry)”
프로그램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종합적 프로그램은 빈곤한 학생들을 위해 무료
아침식사 제공을 확대하여 식품 불안정성을 해결하며 농장에서 온 신선한 식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모든 학생이 부끄러움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보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성공적인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Farm-to-School program) 확장을
위한 150만 달러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아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이 생산적인 학교 생활에 필요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음 식사를 어디에서 해결할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 전역의 학생들이 매일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돕는 데 학생 기아 방지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무료 아침식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현지 농장에서 온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굶는 학생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극빈 지역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아침식사를 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과 일상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 기아 방지 프로그램(No Students Goes Hungry program)은 학생들이 학교가
시작한 후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 주변의 극빈 지역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많은 학교에서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온 학생들에게만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식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주는 수업 시작 후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극빈 학교에 장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7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냉동기계, 냉장고, 자판기 등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고
아침식사 매점이 수업 시작 후 아침식사를 제공하게 바꾸도록 지원합니다.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Farm-to-School programs)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은 자격에 맞는 교육구에서 150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가 학교 식단 구성 시 현지 재배 음식
사용 빈도를 늘리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며, 청소년에게 농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농업 경제를 지원하며 뉴욕 농부들에게 추가
사업을 제공합니다. 2018-19 주 예산(State's 2018-19 Budget)에서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Farm-to-School program)을 위한 기금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식당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는 뉴욕
소재 농장에서 최소 30퍼센트의 재료를 구입하는 모든 교육구에, 현재 점심 식사당
학교가 받는 상환 비용 5.9센트를 25센트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Carl Marcellino 상원의원, 상원교육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학생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할 책임을 가지거나 굶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계획은 빈곤한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 후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의 모든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농산물과 건강한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athy Nolan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주 하원 교육위원회(Assembly Education
Committee)의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굶주림 때문에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아동이 학교 급식에 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겁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저는 뉴욕 학생들의 성공을 우선시하도록 도와주신 Heastie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동은 다음 식사를 어디에서
해결할지 걱정해서는 안 되며 급식에 돈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획은 모든 아동이 신선한 농산물이 있는 건강한 아침
및 점심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무료 아침식사 이용성을 확장하고
모든 가족에게 식사 관련 혜택에 대해 알림으로써 우리는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주신 Cathy
Nolan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기아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때때로 낮은 학년, 높은 결석률, 유급,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무능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과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은 많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일주일 내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공립학교의 학생 중 약 60퍼센트가 현재 학교에서 무료 또는 가격이 할인된 아침
식사를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 학생들 중 34퍼센트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기아 방지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의 목표는 이 간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은 아이들을 선별하거나, 식사량을 덜 제공하거나, 급식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인 수치스러운 급식 관행(meal shaming)을
금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굴욕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학교 급식을
계속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구가 부모에게 급식비 부채를 알려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종합적 정책은 2018-19년도 모든 뉴욕 학생들이 아침 및 점심으로
건강하고 현지에서 조달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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