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월 26일을 학교 아침 급식의 날(SCHOOL BREAKFAST DAY)로 

뉴욕에서 선포  

  

학생 기아 근절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을 지원하는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9월 26일을 학교 아침 급식의 날(School Breakfast 

Day)로 뉴욕에서 선포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의 일환으로, 

뉴욕은 빈곤률이 높은 학교들이 모든 학생에게 건강에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수업을 시작한 후 아침 식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에서 굶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오늘의 선포로 

어린이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뉴욕의 활동과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라도 다음 식사 차례가 언제 올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년 시행될 예정인 첫 번째 학교 아침 

급식의 날(School Breakfast day)은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뉴욕 어린이에게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선포문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뉴욕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공식적인 학교 

아침 급식의 날(School Breakfast Day)입니다. 학생 기아 근절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의 일환으로,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자원을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choolBreakfastDay2018.pdf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의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는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어린이가 

느끼는 배고픔이 때때로 낮은 성적, 높은 결석률, 유급,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무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는 아침 급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과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은 많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일주일 내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지사의 학생 기아 근절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에는 모든 

연령대의 학생 및 배경과 재정적인 상황이 각각인 학생들이 경험하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에 좋은 현지 농산물로 만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주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재배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 

향상된 학습 경험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 아이들을 선별하거나 식사량을 덜 제공하거나 급식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인 수치스러운 급식 관행(meal shaming)을 

금지합니다.  

• 하루가 시작된 후에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첫 수업 종이 울린 후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을 확대합니다.  

• 학교에서 현지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 모든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캠퍼스에 식품 

저장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7시 20분,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Ball 커미셔너, Benjamin Franklin 초등학교(Benjamin Franklin Elementary 

School)의 아침 급식에 동참  

262 Conklin Avenue  

Binghamton, NY  

  

오전 7시 20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NYS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John 

Rhodes 위원장, William A. Morris 중학교 61(William A. Morris Intermediate School 

61)의 아침 급식에 동참  



445 Castleton Avenue  

Staten Island, NY  

  

오전 7시 30분, 뉴욕주 아동가족사무국(NYS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Sheila Poole 커미셔너 대행, 트로이 공립학교 2(Troy Public School 2)의 

아침 급식에 동참  

470 10th Street  

Troy, NY  

  

오전 7시 40분,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YS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Roberts 커미셔너, 공립학교 52(Public School 52)의 아침 

급식에 동참  

178-37 146th Terrace  

Queens, NY  

  

오전 7시 45분,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 Robert Simon 공립학교 64(Robert 

Simon Public School 64)의 아침 급식에 동참  

600 East 6th Street  

New York, NY  

  

오전 7시 50분, 뉴욕주 고등 교육 서비스 조합(NYS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의 조합장 대행인 Guillermo Linares 박사, 식품 및 금융 고등학교(Food and 

Finance High School)의 아침 급식에 동참  

525 West 50th Street  

New York, NY  

  

오전 8시, Kathy Hochul 부지사,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과 함께 학교 아침 

급식의 날(School Breakfast Day) 선포식에 참석  

브루클린 프론티어스 고등학교(Brooklyn Frontiers High School)  

112 Schermerhorn Street  

Brooklyn, NY  

  

오전 8시 35분, Daniel Fuller 주지사의 교육 담당 부비서관, Arbor Hill 초등학교(Arbor 

Hill Elementary School)의 아침 급식에 동참  

1 Arbor Drive  

Albany, NY  

  

오전 9시 15분, Imran Ansari 주지사의 나소 카운티 지역 담당관, 브렌트우드 

노스이스트 초등학교(Brentwood Northeast Elementary School)의 아침 급식에 동참  



2 Devon Road  

Brentwood, NY  

  

오전 10시, 뉴욕주 보훈국(NYS 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의 Joel Evans 사무차장, 

엘렌빌 고등학교(Ellenville High School)의 아침 급식에 동참  

28 Maple Avenue  

Ellenville, 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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