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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9년 주립 대학 및 캠퍼스 협력 식품 저장실 방문 건수가 30만 회 

이상인 것으로 발표  

  

주지사의 학생 기아 근절 계획,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에 식품 저장실이나 

캠퍼스와 연계한 식품 저장실을 구축하도록 지시  

  

Cuomo 주지사: "뉴욕은 우리 학생들이 굶주려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빼앗기는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뉴욕 주립 대학교(SUNY) 64개 대학에 있는 

식품 저장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식품 저장실 방문 건수가 316,000회 

이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주지사의 학생 기아 근절 계획(No Student Goes 

Hungry Initiative)은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만연하고 있는 학생들의 식량 불안 

문제와 싸우기 위해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식품 저장실이나 캠퍼스와 연계한 식품 저장실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학생들이 굶주려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빼앗기는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관되고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면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많은 학생들이 직면한 큰 장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욕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 

상승이 현실적이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Kristina M. Johnson 명예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 불안 

문제는 많은 학생들의 학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저해하고, 일부 학생들은 이 문제로 

인해 본인의 뜻과는 달리 학교를 중퇴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요 주 및 지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입학하고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삶과 커리어를 향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리더십과 함께 학생들의 기아 문제를 

다루는 추가 개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식품 저장실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뉴욕 주립 대학교의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Food Insecurity Task Force)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커미셔너 Mike H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고등 

교육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량 불안은 그중 하나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젊은 성인 중 많은 이들에게서 굶주림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며, 종종 

불우한 배경에서 학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Cuomo주지사의 지도하에, 뉴욕 주립 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오명 없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4개 캠퍼스와 연계된 식품 

저장실에서 확인된 수십만 건의 방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또 다른 점은 뉴욕 주립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과 같이 식량 불안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옵션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어느 누구도 식량과 

고등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아 해결 뉴욕 단체(Hunger Solutions New York)의 Linda Bopp 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파트너가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관리하는 영양 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Nutrition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 NOEP)은 수천 명의 대학생들에게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수급 자격에 대해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식량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작년에 캠퍼스에서 

30만 회 이상의 식품 저장실 방문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의 식량 불안은 뉴욕 전역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안팎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개입을 지원하고, 뉴욕 주립 대학교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 보고서에 

명시된 대학생 기아에 대한 더 많은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 그리고 뉴욕 

주립 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저장실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뉴욕 주립 대학교 

시스템 행정(SUNY System Administration) 및 캠퍼스 직원은 종종 식품 저장실 사용과 

관련된 낙인이 있다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로그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예상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캠퍼스는 지속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기본적인 정보를 문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 저장실 방문 

추정치는 2019년에 걸쳐 주어진 날짜에 수집된 식품 저장실 시스템 전반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인원수를 통해 뉴욕 주립 대학교 시스템 행정의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주립 캠퍼스에 있는 또는 캠퍼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개별 식품 저장실에서는 

하루에 25~50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또는 칼리지와 파트너십을 맺은 개별 식품 저장실에서는 

하루에 25~60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사용하고 학년도의 늦은 달, 식품 저장실 휴일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뉴욕 주립 대학교 시스템 행정의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는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 주립 캠퍼스에 있는 또는 캠퍼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개별 식품 저장실에서는 연간 

평균 4,700회 이상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의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있는 또는 이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은 식품 저장실은 2019년 총 145,000회 이상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또는 칼리지와 파트너십을 맺은 개별 식품 저장실에서는 

연간 평균 5,700회 이상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 뉴욕 주립 대학교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또는 칼리지와 파트너십을 맺은 식품 

저장실에서는 2019년 총 약 171,000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캠퍼스/캠퍼스 협력 식품 저장실 방문 분석  

  

• 노스 컨트리: 31,000회 이상의 방문  

• 센트럴 뉴욕: 약 35,000회 방문  

• 핑거 레이크스: 약 22,000회 방문  

• 웨스턴 뉴욕: 41,000회 이상의 방문  

• 서던 티어: 30,000회 이상의 방문  

• 주도 지역: 32,000회 이상의 방문  

• 미드 허드슨: 43,500회 이상의 방문  

• 뉴욕시: 15,000회 이상의 방문  

• 롱아일랜드: 30,000회 이상의 방문  

• 모호크 밸리: 약 36,000회 방문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는 Cuomo 주지사가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 캠퍼스와 연계한 식품 

저장실 또는 모든 캠퍼스에 구축된 식품 저장실을 오명 없는 곳으로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2017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는 뉴욕주 임시 장애 지원국, 

기아 해결 뉴욕 및 기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1년 이내에 주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뉴욕 주립 대학교, 임시 장애 지원국 및 기아 해결은 캠퍼스에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혜택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018~2019학년도 동안, 그들의 목표 캠페인은 학생들을 위한 무료 교육 및 

봉사 활동, 사전 심사 및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봄, 재단 이사회가 요구한 대로 식량 불안 태스크 포스는 학생들의 기아 범위와 식품 

저장실 및 기타 관련 자원에 접근하는 학생들의 편안함 수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3월과 5월 사이에, 뉴욕 주립 대학교 

시스템 행정은 주립 대학의 6,618명의 학생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4,5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면밀적으로 평가한 후, 태스크 포스는 주지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2020년 캠퍼스에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식사 교환 기부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보조 서비스 작업 시작  

• 캠퍼스에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및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사전 심사 및 적용 지원 서비스 확대  

• 대학생을 위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규칙에 대한 지정 캠퍼스 코디네이터 

교육  

•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일과 학업 시간 우선순위  

• 식량 불안의 징후를 발견하는 캠퍼스 보건소 교육  

• 캠퍼스 식품 지원 제공 업체를 찾기 위한 대화형 온라인 지도 작성  

• 캠퍼스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하여 지원 활동 개선  

• 등록/신고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음식, 주택 또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조기 알림을 보내는 데이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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