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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HELP YOUR NEIGHBOR (이웃 도와주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GENERAL MILLS가 수 천 상자의 시리얼과 수프 캔을 푸드 뱅크에 기부하는 계획을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General Mills가 “Help Your Neighbor (이웃 도와주기)” 
운동에 서명하여 이번 연말연시에 수 천 상자의 시리얼과 수프 캔을 뉴욕주 지역 푸드 
뱅크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eneral Mills는 버팔로의 Western New York에 있는 푸드 뱅크에 Big G 시리얼 15,000 
상자를 기부하고 Progresso 수프 3,000캔을 Westchester와 뉴욕시의 푸드 뱅크에 나누어 
기부할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체 푸드 뱅크의 식품이 부족하여 'Help Your Neighbor' 
캠페인을 통해 사업체와 단체가 협력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운동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하여 취약한 뉴욕 주민들이 연말연시에 허기를 면하도록 
도와준 General Mills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elp Your Neighbor” 운동은 뉴욕 주민과 사업체들이 주 전체의 푸드 뱅크가 충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을 기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푸드 뱅크는 식료품 
창고와 음식 배급소(soup kitchen) 네트워크를 갖추었으며 곤경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주요 
식량 공급원입니다. 푸드 뱅크는 최근의 태풍과 홍수,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이 연말연시에 기아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 “Help Your Neighbor” 캠페인을 개시하여 주 전체의 푸드 뱅크 재고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Help Your Neighbor”는 연말연시에 기부와 온정의 손길을 격려하는 주 차원의 노력이며 
Cuomo 주지사의 “NYGives”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NYGives”는 사업체, 비영리 단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려는 단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11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에 먼저 참여한 업체는 
Jetro/Restaurant Depot으로서 푸드 뱅크의 식품 기부를 25% 증가시켜 보유액을 
$200,000에서 $250,000으로 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General Mills Foundation의 상무이사 겸 General Mills 부사장인 Ellen Luger씨는 “General 
Mills는  경제적 호황기는 물론 불경기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하게 봉사해왔습니다. 
General Mills는 전세계 어린이와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재정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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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독특한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각 개인의 일상적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해결에 크게 기여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며 참여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기부 행사로 General Mills가 전세계 지역사회를 윤택하게 하겠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General Mills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선기업 중 하나로서 작년 한 해에 
기아 및 영양적 웰빙 운동에 주력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에게 도움이 되도록 1억 
18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General Mills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 
기부업체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Feeding America에 28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기부하여 200여 개의 푸드 뱅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가진 최대 규모의 기아 문제 해결 
단계가 되었습니다. General Mills는 지난 5년 동안 Feeding America와의 제휴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푸드 뱅크에 470만 파운드 이상의 식품을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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