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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올해 추수감사절에 35,0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WALMART, WEGMANS, FRESHDIRECT, THE COCA-COLA COMPANY와 

협력한다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35,0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 추수감사절 주간에 뉴욕주가 Walmart, Wegmans, FreshDirect, The 

Coca-Cola Company와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동료 뉴욕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들 두가지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휴관계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와 전체 휴가기간을 통해,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웃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Walmart 및 Wegmans의 넉넉한 식품 기부 덕분에, 뉴욕주 전지역의 뉴욕주민 35,000명 

이상에게 제공하는 식품이 집계되어 포장되고 있습니다. 매 식단마다 칠면조, 먹거리, 

호박 파이, 야채, 크랜베리 소스, 감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The Coca-Cola Company는 식사와 함께 나누어드릴 주스 및 기타 음료 등 

3,000개에 달하는 음료를 기부했습니다. FreshDirect는 식사가 제대로 포장 및 

배송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천여 개의 박스를 제공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이루어진 Walmart와 Walmart Foundation과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 회계연도까지 뉴욕주에서 회사가 기부한 750만명 

이상분의 식사에, 오늘의 수천명 분에 해당하는 식사 기부가 추가됩니다. 

 

Jason Klipa 뉴욕주 Walmart 공보과 (Public Affairs for Walmart)의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식료품점으로서, 우리는 뉴욕주와 전국의 

기아 퇴치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식사 제공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오늘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Francis McGorry, Coca-Cola Refreshments의 Tri-State Metro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oca-Cola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간 및 휴가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를 

도와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Coca-Cola 3,500명 직원들을 대신하여, 

휴가 기간동안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돕는데 앞장 서신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Danny Wegman, Wegmans Food Markets, Inc.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중 내내 기아 구제 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중 이 시기에는 우리 지역 사회에 보답하며, 가족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ason Ackerman, FreshDirect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reshDirect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이 활동에 있어서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보답하기에 일년중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휴가기간 동안, 친구와 이웃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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