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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를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오렌지 빛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오늘 저녁 조명을 밝힐 건물은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코지우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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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Building), 뉴욕주 박람회 전시 빌딩(New York State Fair Exposition 

Building)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뉴욕주의 핼동을 기반으로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 행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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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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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늘 저녁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를 맞아 

오렌지 조명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기아 퇴치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노 스튜던트 고스 헝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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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아 

퇴치의 날(Hunger Action Day)에 이 랜드마크를 오렌지 빛으로 밝히는 것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기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주지사는 2016년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를 

설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기 할 수 있는 국가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다양한 주 기관 및 부문에서 활동하며, 뉴욕주 



 

 

전역에서 재배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기아 해결을 

위한프로그램과 식량 생산자 및공급자 간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이 협의회는 농부들이 푸드 뱅크를 통해 음식을 기부하도록 

돕고 학교 급식에 건강하고 현지에서 재배한 식품의 사용을 늘리는 등 식량 불안과 

기아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창의적인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협의회는 2017년 Cuomo 주지사가 법적으로 서명한 법안에 따라 푸드 뱅크에 기부한 

농부들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확, 포장 및 유통 관련 비용을 농부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부 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뉴욕 전 지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획기적인 노 스튜던트 고스 헝그리(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종합 프로그램은 무료 아침 식사 혜택을 

확대하고, 식비 미납으로 인해 점심에 창피를 당하는 일을 없애며, 뉴욕 농장에서 최소 

30% 이상의 재료를 구매하는 모든 교육구의 학교에 대한 환급액을 늘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농장에서 재배된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음식.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주는 또한 주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중 하나인 센트럴 브루클린의 주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이 시작한 이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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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최근의 노력은 뉴욕 주민 수천 명의 굶주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정부가 채택한 많은 프로그램과 법안은 지역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건강한 식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정부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을 확장하여 더 많은 가족으로 자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요구 사항을 없앴으며 신청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기아 예방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Hunger Prevention and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HPNAP)은 202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주정부의 프레시커넥트(FreshConnect) 프로그램 및 뉴욕주의 

팜투스쿨(Farm-to-School)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함께 

농가에서 직송된 신선한 식품을 소외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의 구매력을 높이며, 학교 및 기타 단체가 학생들에게 현지 

식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기아 퇴치의 달(Hunger Action Month) 동안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 및 주 전역의 현지 푸드 뱅크와 협력하여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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