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월 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RICHARD A. BALL을을을을 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농업시장부 장관으로장관으로장관으로장관으로 지명지명지명지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농업시장부 장관으로 Richard A. Ball의 지명을 

발표하였습니다.  

 

 “Richard Ball은 평생 농민이자 건전한 농정의 옹호자로서 농업시장부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가져올 것 입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주 경제의 중요 

부분으로서 수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여러 세대의 

뉴요커들에게는 삶의 방식입니다. Richard는 여기 뉴욕주의 자랑스러운 농업 전통을 몸소 

대표하며 이 행정부에 대단히 훌륭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  

 

뉴욕주 태생인 Ball씨는 평생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가 농민이 되겠다는 결심은 평생 낙농업에 

종사하였던 그의 조부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Ball씨는 18세에 Rhode Island의 채소 농장 

근로자로서 그의 농업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같은 농장의 조업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Rhode Island에서 20년을 지낸 후 Ball씨는 농장 소유주가 될 기회를 얻어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뉴욕주 Schoharie 소재 Schoharie Valley 

Farms의 소유주 겸 운영자였습니다. 이 농장은 200에이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채소 작물, 작은 

과일 및 온실 작물을 생산합니다. 이 농장은   “The Carrot Barn “으로 알려진 현장 농장 시장을 통해 

소매 및 도매 소비자들을 섬기며 현지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브로커 및 식당에 출하합니다.  

 

Ball씨는 지역, 주 및 전국 레벨의 농업 및 커뮤니티 조직 내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직위를 

보유하였습니다:  

• 부회장 – 뉴욕주채소재배자협회 

•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노동위원회 의장 – New York Farm Bureau 

• 노동위원회 위원 (전 의장) – American Farm Bureau 

• Schoharie 카운티 대표 - Mohawk Valley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 이사회 (전 총재) – Schoharie County Farm Bureau 

• 회장 – Schoharie Valle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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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 Schoharie Recovery, Inc.,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우 Lee로 인한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해 형성된 비영리 단체 

• 전 회장 – Schoharie 카운티 상업회의소 

 

Ball씨, 부인 Shirley 및 세 자녀는 손자들 사이의 늘어나는 미래 농민들과 함께 농업에 활발하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New York Farm Bureau의 총재 Dean N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ew York Farm Bureau는 

농업시장부의 다음 장관으로 Richard Ball을 선택한 지사님의 탁월한 선택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농민으로서 Richard는 우리 농장들이 모두 직면한 니즈와 도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과 그가 동료들 사이에 갖고 있는 존경은 뉴욕주의 농업 공동체를 잘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모든 농민들을 뒷받침하기위해 Richard 및 Cuomo 지사와 Farm Bureau의 강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  

 

코넬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Ronald P. Lynch Dean인 Kathryn Boo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LS의 교직원을 대표하여 저는 이 선임에 대해 Richard Ball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뉴욕주 

농민과 생산자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서 Ball씨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농업을 위해 흥분되는 때이며 저는 그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뉴욕주가 길을 계속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뉴욕주채소재배자협회 회장Mark Henry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채소재배자협회는 

동료 채소 농민 Rich Ball이 농업시장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자랑스럽고 흥분됩니다. Rich는 

철두철미 농민입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가 침수된 것을 보았으며, 눈보라 속에서 일하였고,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봄마다 푸른 새싹이 흙 위로 머리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Rich Ball이  

농업시장부 장관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뉴욕주채소재배자협회는 2014년이 밝게 시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  

 

뉴욕주사과협회 회장Jim All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Richard Ball을 안지 오래되었으며 

Pride of NY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에서 그와 협력해 왔습니다. 그는 농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예리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Schoharie에 있는 그의 농장은 해마다 수 천명이 방문하는 데 

저는 그가 우리 주의  다음 농업시장부 장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놀라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GrowNYC 회장 Marcel Van Ooy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rowNYC를 대표하여 저는 

농업시장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아주 당연한 Richard Ball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Richard Ball은 

업스테이트 농업과 다운스테이트 소비자 사이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장래에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그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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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 이사장인 Jim Trezise는  “Cuomo 지사가 Richard Ball을 

농업시장부 장관으로 선임한 것은 든든한 선택이며 주의 활기찬 포도주 및 포도 산업에 

희소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ll씨는 친성장 농업 정책이 견실한 농장 부문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농장 기반 음료 산업의 성장으로 그리고 주 전역의 많은 다른 

산업에서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Taste NY 및 기타 뉴욕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주 

이니셔티브에서 Ball 커미셔너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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