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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Lowe’s가 허리케인 Sandy 피해 가족에게 22,000인분이 넘는 추수감사절 식사를 
대접할 것이라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owe’s가 Boston Market에서 22,000인분이 넘는 전통 가정식 
추수감사절 식사를 허리케인 Sandy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뜻하게 제공되는 이번 디너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디너는 New York과  New Jersey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35개 
Lowe’s 스토어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이 중 13곳은 뉴욕에 있습니다. 각 스토어마다 약 500인분의 
식사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각 식사는 약 6명이 함께 하게 되며, 칠면조구이 또는 햄구이, 그레이비가 들어간 매시드 포테이토, 
스위트콘과 롤이 제공됩니다. 매사추세츠주 Worcester의 Table Talk Pies가 이번 행사를 위해 
43,000개가 넘는 파이를 기부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136,000명이 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디너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허리케인 Sandy의 엄청난 피해로 인해 뉴욕의 많은 가정들이 그동안 늘 함께 하던 
추수감사절 저녁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Lowe’s가 최대 피해 지역 가정들이 함께 명절을 축하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전통식 즉석 
디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Lowe’s가 뉴욕 주민들을 돕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에 
감사 드리며, 우리도 가정과 지역사회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해 지역을 시찰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많은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엄청난 상실감을 겪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라고  Lowe’s의 회장, 사장 겸 
CEO인 Robert A. Niblock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들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식사가 명절 기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가정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owe’s는 고객, 직원, 이웃주민들의 재난 복구를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허리케인 Sandy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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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이미 1백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수요일에 식사를 대접하는 스토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Medford, NY 
2796 Route 112 
Medford, NY 11763 
전화: (631) 207-4541  
 
Garden City, NY 
700 Dibblee Drive 
Garden City, NY 11530 
전화: (516) 794-6531 
 
Bay Shore, NY 
800 Sunrise Highway 
Bay Shore, NY 11706 
전화: (631) 954-9001 
 
Farmingdale, NY 
90 Price Parkway 
Farmingdale, NY 11735 
전화: (631) 927-3470 
 
Stony Brook, NY 
2150 Nesconset Highway 
Stony Brook, NY 11790 
전화: (631) 406-2015 
 
Hicksville, NY 
920 South Broadway 
Hicksville, NY 11801 
전화: (516) 733-7840 
 
Rosedale, NY 
253-01 Rockaway Boulevard 
Rosedale, NY 11422 
전화: (516) 837-4057 
 
Patchogue, NY 
825 Montauk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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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Patchogue, NY 11772 
전화: (631) 687-6220 
 
Riverhead - South, NY 
1461 Old Country Road 
Riverhead, NY 11901 
전화: (631) 208-2190 
 
N.W. Staten Island, NY 
2171 Forest Avenue 
Staten Island, 뉴욕 10303 
전화: (718) 682-9027 
 
S. Staten Island, NY 
2790 Arthur Kill Road 
Staten Island, 뉴욕 10309 
전화: (718) 477-7300 
 
Brooklyn, NY 
118 2nd Avenue 
Brooklyn, NY 11215 
전화: (718) 249-1151 
 
Brooklyn - Kings Plaza, NY 
5602 Avenue U 
Brooklyn, NY 11234 
전화: (718) 75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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