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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과 뉴욕주 농부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에 대한 150만 달러 기금 발표  

  

주 정부의 지속적인 너리쉬 뉴욕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해당 기금,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양질의 현지 음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기금 지원을 통해 식품 공급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중요한 운송 및 물류 지원  

  

환경 보존부 '서비스의 날' 행사 중 뉴욕 북동부 지역 푸드 뱅크 사진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곳의 지역 푸드 뱅크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식량 

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뉴욕 주민에게 우유와 농산물을 지역 농장에 공급하는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Feeding New York State)'에 대한 150만 달러의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주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통해 제공되는 이 기금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경제적 및 공중 보건 영향으로 인해 푸드 뱅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위기가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식량 불안감이 생겨났습니다. 

불행히도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이 배고프지 않고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자금으로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는 가공되어 지역 푸드 뱅크로 유통되며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유의 양을 약 90만 갤런만큼 늘리고, 뉴욕에서 재배한 

약 670만 파운드의 양질 농산물을 얻어 지역 푸드 뱅크로 수송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뉴욕의 식량 기부 및 유통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 

10개 지역 푸드 뱅크로 구성된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 네트워크의 식량 수요는 

4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수요 증가 외에도 푸드 

뱅크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보완하나 현재 밀려 있는 식품 구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욕 농부들과 낙농 가공업자들은 유제품 및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장을 잃어 식품과 우유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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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는 데 필요한 추가 물류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푸드 뱅크와 농부들에게 이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5월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2천 5백만 달러의 너리쉬 뉴욕(Nurish New 

York) 이니셔티브를 지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주의 푸드 뱅크 네트워크를 통해 잉여 

농산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 시장부(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DAM)는 뉴욕의 푸드 

뱅크 네트워크를 통해 잉여 농산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주민들이 코로나19 파급 효과로 인한 식량 불안감 증가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을 돕는 일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뉴욕주는 주에서 지원하는 푸드 뱅크 네트워크인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를 비롯하여 더 

건강한 가족과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현지 농산물과 제품을 제공할 

준비가 된 농부들과 다시 한번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주지사의 너리쉬 뉴욕 프로그램은 우리 농장으로부터 수백만 갤런의 잉여 

우유와 농산물을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로 전달했습니다. 환경 보존부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금은 건강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처리하고 운송하는 능력을 

증대하고 식품 공급망을 통해 이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너리쉬 뉴욕 프로그램과 우리 

푸드 뱅크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의 Dan Egan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10개의 푸드 뱅크는 환경 보존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뉴욕 주민들은 굶주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생산적인 

농부들이 영양가가 있는 농산물과 유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이 음식의 대부분은 폐기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뉴욕 농부들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최고 품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는 5,000개 이상의 식품 저장실, 무료 급식소, 쉼터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2004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푸드 뱅크를 대표하고 교육적 노력으로 푸드 뱅크를 지원하며 지원 자금을 

받습니다. 뉴욕주 식량 지원 단체는 지역 푸드 은행의 사명을 지원합니다. 즉, 모든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식량 불안감 인식을 

고취하며, 기부금 및 자원봉사 지원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는 기아 퇴치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Cuomo 주지사는 

획기적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기아를 퇴치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뉴욕산 식품 및 음료를 낙후된 지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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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 기아 및 식량 정책 협의회(Council on Hunger and Food Policy), 바이탈 

브루클린(Vital Brooklyn), 학생 기아 대책(No Student Goes Hungry) 이니셔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기금은 올해 초 주지사가 발표한 43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보조금은 식량 기부와 재활용을 통해 굶주림을 

예방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주 전역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은 주지사가 서명한 2019년 식품 기부 및 남은 음식물 

재활용(2019 Food Donations and Food Scraps Recycling) 법의 성공을 따르며, 모든 

지정된 남은 음식물 발전기는 먼저 식용 식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부하고, 

둘째로 실행 가능한 재활용 시설이 25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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