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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모든 학교에서 “수치스러운 급식”의 종식 발표

주지사의 종합적인 “학생 기아 추방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에서
거둔 최근의 성공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돈이 없는
학생에게 실시되던 “수치스러운 급식”을 종식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도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 아침식사와 신선한 산지 직송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식 아동과 청소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가 추진한 “학생 기아 추방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에서 최근에 거둔 성과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성공적인
농장에서 학교까지 프로그램(Farm-to-School program) 확장을 위한 150 만 달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계속 급식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면서 ‘수치스러운 급식’ 관행을
금지하는 방법과 급식비가 밀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을 다루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채택하여 뉴욕주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로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의
계획은 전부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교에선 더욱 안 될 일이지요.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균형
잡힌 급식을 먹는 데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예 급식이 차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기아 추방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에서 달성한 이 중요한
이정표를 계기로, 급식비를 내지 못했더라도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 기아 추방 프로그램(No
Student Goes Hungry Program)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갖춘 식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뉴욕주에서만큼은 ‘수치스러운 급식’을 용납지
않을 것이며, 뉴욕주 전역의 교육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가 교실 안팎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교육받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도록 하고 싶고, 이는 뉴욕주 모든 가정의 교육 기회와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주 정부의 노력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입니다.”
수치스러운 급식 관행은 어린이들이 점심 값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 또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일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입니다. 많은 경우,
이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스티커나 팔찌를 착용해야하며, 스피커를 통해 학생의 이름이
크게 호명됩니다. 다른 경우, 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 식사를 받을
때, 차가운 치즈 샌드위치와 같은 대체 식품의 품질이 더 낮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주의 사례를 보자면,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 하여 아예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사의 2018~2019 년도 예산으로 개정된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아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모든 공립 및 비공립 학교와 차터 스쿨은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거나 급식비를 낸 학생과 다른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면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치스러운 급식
금지’(Prohibition Against Meal Shaming) 계획을 완성하여 뉴욕주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역사회 인증 자격제(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와 같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이미 참가 중인
학교와 교육구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 본인이 선택한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교 급식
자금이 부족하거나 급식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본 계획에 따라
모든 관련 교직원과 담당자는 해당 정책을 올바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완벽히 이해해야 합니다.
교무위원회(Board of Regents)의 Betty A. Rosa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배우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식은 어디서 받게 될지, 급식비는
어떻게 내야 할지 걱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중요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애쓰는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MaryEllen Elia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욱 늘리기 위한 강력한 ‘수치스러운 급식 금지’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어떤 아이도 학교 급식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히거나 당혹감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주신 주지사와 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상원교육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Education) 의장인 Carl Marcell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당혹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사가 추진해온 학생 기아 추방(No Student
Goes Hungry) 계획이 이번에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될 뿐 아니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양과 질이 부실한 급식을
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마음 편히,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주의 더욱 강하고 성공적인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가 학교에 있을 때는 끼니를 거를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급식 금지’ 계획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놀림당하는 바람에 학생의 학업 성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학동은 영양분이 풍부한
급식을 받아야 하고 가정 형편상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은 치즈 샌드위치처럼 학생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체 식품을 급식으로
받는 바람에 수치심을 느낀 학생들의 사례를 전해 듣고는 격분했습니다. 우리 뉴욕주의
모든 학교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마련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뿌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지사, Krueger 상원의원, 그 밖의 많은 지지자와 함께
협력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뉴욕주 어린이의 행복과 건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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