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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식품식품식품식품 유통유통유통유통 허브를허브를허브를허브를 위한위한위한위한 CFA 기금으로기금으로기금으로기금으로 36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시설들은시설들은시설들은시설들은 지역지역지역지역 건강건강건강건강 제품에제품에제품에제품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을접근을접근을접근을 늘리고늘리고늘리고늘리고 150여개의여개의여개의여개의 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할창출할창출할창출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통합기금신청(CFA) 절차를 통해 교부된 360만 달러의 주 자금이 

전주에 걸쳐 식품 유통 허브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Long Island의 식품 허브 

프로젝트에 추가하여 중부 뉴욕주, Finger Lakes, Hudson Valley 및 North Country의 새로운 4개 

시설들이 자금을 받아 이러한 지역에 1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주 소비자들을 위해 지역 

건강 제품에 대한 접근을 늘릴 것입니다.  

 

“이러한 4개 식품 유통 허브는 우리 주의 농업 부문과 경제에 중요한 투자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15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이 

허브들은 브랜드, 가공 및 보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을 위한 필수 자원도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허브들은 제품 유통을 도와서 뉴욕주 농민들을 위해서는 소비자 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지역 생산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뉴욕주를 위해 진정한 윈윈입니다.” 

 

뉴욕주 농무부 커미셔너인 Darrel J. Aubert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이 지역 제품을 

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웃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식품 허브는 지역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데 있어서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중요한 자금을 활용하도록 

하신 Cuomo 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식품 허브는 지역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서 성장을 자극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 가정지역사회갱신(HCR) 담당 커미셔너/CEO인 Darryl C. Tow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rowing Upstate Food Hub 같은 지역 식품 공장은 뉴욕주의 농업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HCR의 시골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RARP)은 고품질의 지역 재배 식품을 생산해온 오랜 

전통을 지닌 농민들을 지원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중부 뉴욕주 지역에서 이 중앙집중식 

허브들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가공 및 유통 비용을 낮춤으로써 중소 농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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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들은 농업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주의 잔반적 경제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욕주 경제의 농업 부문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인 주지사의 “Farm New 

York”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이 단계에는 뉴욕주의 지역 농장-식품 시스템을 

개발하고, 농장 사업을 위한 크레딧 활용을 증대하며, 식품 가공 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신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4개 시설들은 중부 뉴욕주, Finger Lakes, Hudson Valley 및 North Country 지역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이전 Long Island의 식품 허브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 

1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Growing Upstate Food Hub, 중부중부중부중부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150만 달러 이상의 CFA 자금이 Madison 카운티의 Canastota에 위치한 Growing Upstate Food Hub에 

지원될 것입니다. 농민 소유의 6개 농기업으로 구성된 이 시설은 Thruway 액세스가 가능한 공간에 

중앙집중식으로 위치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에 이 시설이 일단 준공되면 부가가치 농산품의 

수집, 저장, 유통을 편리하게 하고 적어도 3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것입니다. 기존 

농장과 보호되는 추가 농장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약 196개의 중부 뉴욕주 농장들이 이 허브에서 

가공될 농산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산품에는 호프, 브로콜리,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및 콩 등이 

있습니다. 

 

Finger Lakes Food Hub 

450,000 달러의 CFA 자금이 Groton 빌리지에 세워지는 25,200 평방피트의 시설이 될 Finger Lakes 

Food Hub에 제공될 것입니다. 다수의 중소 농민들과 계약함으로써 Finger Lakes Food Hub는 근채류, 

허브 및 기타 신선 농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농장 재배 식품들을 조달할 것입니다. 이 기업은 

포장, 브랜딩 및 급속 냉동 같은 가공을 통해 이러한 지역 제품에 가치를 부가한 후에 확립된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할 것입니다. 이 기업은 지역 농민 및 생산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제품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확장으로 Wegmans, Tops, Price Chopper, SYSCO, 

Regional Access 및 Cortland Produce 같은 시장에 대한 배급이 증대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장센터에서 15개의 새 일자리와 지역 농장에서 65개의 계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00여 에이커의 추가 농지를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고 제3차 년도에 230만 달러의 년 

매출액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전 구비되어 조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udson Valley Food Hub 

826,000 달러 이상의 CFA 자금이 Kingston에 위치할 Hudson Valley Food Hub에 지원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 농장들을 섬기는 다음 2개의 성공적인 식품 가공 및 유통 기업의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Farm to Table Co-Packers 및 Hudson Valley Harvest. 추가 가공 장비, 냉장/냉동 

보관 설비, 트럭 및 유통 데포로 이 두 기업은 뉴욕시와 북동부 전역 고객들의 증가하는 지역 식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180만 달러 이상의 총 투자를 자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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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ton에 12개의 건설 일자리와 15개의 신규 일자리뿐만 아니라 Kingston 바깥에 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Hudson Valley Food Hub는 19개 카운티의 60여 NYS 농장과 협력하여 7,500여 

에이커를 경작할 것입니다. 이 식품 허브를 통해 나오는 제품들로는 채소, 베리,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꿀, 메이플 시럽, 곡류, 콩, 사과주스 및 달걀 등입니다. 

 

North Country Food Hub 

350,000 달러의 CFA 자금이 North Country Food Hub에 지원될 것입니다. United Helpers Management 

Company가 Canton에 지역 식품 허브 및 네트워크를 설립할 것입니다. 

 

Agriculture Enterprise Park Capital, Long Island 

500,000 달러의 CFA 자금이 이 프로젝트에 지원될 것입니다. Agriculture Enterprise Park는 Suffolk 

카운티의 Riverhead에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 신규 시설은 2012년에 Long Island 지역 

경제개발협의회로부터 500,000 달러의 교부금을 받은 공공/민간 기관으로서 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여 광범위한 개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공을 시작하여 

농민들이 다양한 Long Island 제품의 유통을 통해 Suffolk 카운티 바깥의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캐비지, 사과 및 메이플 시럽의 생산에서 미국 제2위; 포도주 및 포도주스의 생산과 

옥수수 사일리지에서 제3위; 우유 생산에서 제4위; 그리고 신선한 시장 채소의 생산에서 

제5위입니다. Cuomo 지사는 마케팅, 식품 제조, 포도주 양조, 맥주 양조, 증류주 양조, 낙농업의 

성장 및 유제품 가공 성장을 위한 기회 개선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농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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