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아 퇴치의 달를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오렌지 빛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코지우스코 브리지, 뉴욕 주립 대학교 광장, 주 교육 빌딩, 

알프레드 E. 스미스 빌딩, 뉴욕주 박람회 전시 빌딩에서 오늘 저녁 조명 밝힐 예정  

  

헬로우프레시 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주정부의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 및 파트너십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기아 퇴치의 달에 참여히도록 독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코지우스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뉴욕 주립 대학교 광장(SUNY Plaza),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전시 센터(Great New York 

State Fair's Exposition Center)가 9월 10일 오늘 저녁 기아 퇴치의 날(Hunger Action 

Day) 및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를 맞아 조명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식량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뉴욕 영양(Nourish New Yor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헬로우프레시(HelloFresh)와의 파일럿 파트너십을 통해 재향 군인, 군인 가족, 기타 

뉴욕시 주민에게 신선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식품과 관련하여 뉴욕 주민이 이미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외 계층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기아 퇴치의 달을 맞아 우리의 랜드마크에 오렌지 조명을 밝히는 것은 

주 전역에서 식량 불안과 싸우는 사람들의 노고를 기리는 한편,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이번 

달을 포함하여 항상 기아 퇴치를 위해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직접 식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는 4월 27일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푸드 뱅크를 통해 

뉴욕의 농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해 주 전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기관 노력을 통해, 뉴욕주는 뉴욕의 푸드 뱅크 및 기타 응급 식품 

제공업체 네트워크에 2,500만 달러를 제공하여 잔여 우유, 요구르트, 치즈, 야채, 과일 



 

 

등을 구매함으로써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와 레스토랑의 

운영 중단으로 구매처를 잃은 뉴욕주의 생산자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뉴욕의 푸드 뱅크는 1.28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잔여 뉴욕산 농산물 990만 

파운드를 구입하여 배분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행사, 푸드 박스 프로그램, 급식 배달 등 

다양하게 진행된 약 2.500건의 뉴욕 영향 식량 배급 행사를 통해 약 600,000개의 가정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자선단체와 뉴욕 시민의 도움을 촉구하자, 뉴욕주의 응급 식품 

제공업체에 자금이 모여들어 유제품, 육류 및 기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냉동고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추가로 구매함으로써 푸드 

뱅크와 응급 식품 공급자는 뉴욕 주민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https://feedingnys.org/our-member-food-banks/에서 현지 푸드 뱅크에 

연락하여 기아 퇴치의 달에 참여하거나 지방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중 식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세계 최고의 밀키트 

배달 회사인 헬로우프레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헬로우프레시는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및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식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향 군인, 

군인 가족, 기타 뉴욕시 주민에게 200,000여 종의 신선한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매주 사회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향 군인회(Black Veterans for Social 

Justice) 및 기아 퇴치 캠페인(The Campaign Against Hunger, TCAH)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선한 양질의 재료, 레시피 카드, 과일 봉지로 구성된 헬로우프레시의 밀키트를 

포장합니다. 밀키트는 TCAH 브루클린 본사에 포장되고 있으며,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재향 군인, 서비스국 회원 

및 가족, 기타 뉴욕 주민에게 무료로 배달됩니다.  

  

뉴욕주 농업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기아 퇴치의 달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많은 뉴욕 주민을 

기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랜드마크를 오렌지 빛으로 밝히는 것은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진행된 이러한 위대한 노력을 

상기시켜 주는 한편, 우리 모두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피딩 뉴욕 스테이트(Feeding New York State)의 Dan Egan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딩 뉴욕 스테이트의 푸드 뱅크 10곳은 팬데믹 발생한 첫 번째 달에 1억 

4,400만 파운드가 넘는 식품을 배급함으로써 팬데믹에 대응해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4개월 간의 배급량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 주민 누구도 다음번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f272094-e304c74f-bf25d9a1-0cc47aa8c6e0-3384cc9e5a76ee96&q=1&e=3789b780-45d8-4bb6-b117-c3b9a130ca6a&u=https%3A%2F%2Ffeedingnys.org%2Four-member-food-banks%2F#_blank


 

 

식사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는 뉴욕 

농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뉴욕 사람들에게 고품질의 식품을 더 

많이 배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향후 향보를 기대합니다."  

  

아일랜드 하베스트 푸드 뱅크(Island Harvest Food Bank)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Randi Shubin Dres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 주민들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응급하게 식량을 마련해야 했으며, 따라서 이번 기아 퇴치의 달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와 기타 식량 제공 

프로그램 덕분에 주 전역의 기아 구호 단체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량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참전 용사 서비스국(Division of Veterans' Services) Joel Evans 부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례없는 시기에 재향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직면한 식량 불안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헬로우프레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해야 합니다. 기아 퇴치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재향 군인 가족이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봉사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헬로우프레시(HelloFresh U.S.) Uwe Vos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로우프레시는 그 어느 때보다 과일, 채소, 단백질을 포함한 신선한 음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식량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뉴욕 영양 이니셔티브의 위대한 활동을 지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4세대 농부이자 크리스트 브라더스 과수원(Crist Brothers Orchards) 사장,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의 구성원인 Jeffrey Cri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농장 중 

하나로서, 우리는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노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트 브라더스 과수원에서 우리는 식량 불안과 

싸우는 다양한 뉴욕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아 퇴치의 달을 기념하며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뉴욕주의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뉴욕주는 최근 몇 년간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학생 

기아 근절 계획(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기아를 퇴치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품 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뉴욕산 식음료를 낙후된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아와 식량 정책 협의회는 다양한 주 기관 및 부문에서 활동하며, 뉴욕주 전역에서 

재배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기아 해결을 

위한프로그램과 식량 생산자 및공급자 간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협의회는 푸드 뱅크에 기부하는 농부들을 위한 세액 공제, 

주지사의 학생 기아 근절 계획 시행 지원 등 기아 퇴치를 위한 수많은 창의적 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주지사의 학생 기아 근절 계획은 무료 아침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최소 

30 퍼센트 이상의 점심 식사용 식재료를 뉴욕 농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지역의 학교에 

환급액을 늘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탈 브루클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는 또한 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중 하나인 

센트럴 브루클린의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바일 마켓 프로그램, 노년층을 위한 식품 불안정성 검사, 청년이 

운영하는 파머스 마켓, 지역사회 정원, 식품 공급 허브 지역 연구 등을 포함하여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주정부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을 확장하여 더 많은 가족으로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기아 

예방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Hunger Prevention and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HPNAP)은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작 후 주정부의 

프레시커넥트(FreshConnect) 프로그램 및 뉴욕주의 팜투스쿨(Farm-to-School)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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