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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농업농업농업농업 부문부문부문부문 최초로최초로최초로최초로 관계관계관계관계 부처부처부처부처 간간간간 태스크태스크태스크태스크 포스포스포스포스 팀팀팀팀 구성을구성을구성을구성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주주주주 정부정부정부정부 내에서내에서내에서내에서 장벽을장벽을장벽을장벽을 제거하고제거하고제거하고제거하고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농업농업농업농업 산업의산업의산업의산업의 성장을성장을성장을성장을 촉진하기촉진하기촉진하기촉진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설계된설계된설계된설계된 부처부처부처부처 간간간간 그룹그룹그룹그룹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농업 경제의 성장을 위해 농업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부처 간 태스크 포스(SILO)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 포스의 구성원, 주 정부의 

리더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의 대표들이 농부들과 정기적으로 의사 소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농장에서 규제를 줄이고 처리하는 국가 기관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이 새로운 태스크 포스는 국가 기관이 뉴욕의 농업 산업을 최대로 확장하도록 농민, 생산자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경제의 핵심이며 건설적인 방법을 통하여 산업의 강점을 파악하고 극대화하고 

장벽을 줄이면서, 우리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 전체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에 의해 시행되는 정상 회의의 접근은 이미 뉴욕의 농업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했다.  

주정부에서 산업계의 필요를 듣고 실행을 하는 최초의 Yogurt 정상회의 이후, 뉴욕은 요거트 

분야의 수도가 되었고 전국 유업계에서 3위의 생산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뉴욕은 첫 번째 와인, 

맥주, 음료 정상회의의 결과로 제정된 개혁의 결과로 농장 기반의 음료 허가의 72%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뉴욕은 전통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과 생산자와 여러 개의 계정으로, 2013년도는 

국가의 사과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해였습니다.  뉴욕은 양배추 생산의 1위, 메이플 생산의 2위로 

최대 생산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와인과 포도 주스 생산에 전국 3위에 위치해 있다.    

 

태스크 포스의 산업 구성원들:  

• Jeff Williams, 공공 정책 국장,  뉴욕 농장국 

•  Jim Bittner, 대표 및 총 매니저, Singer Farms, Appleton, NY  

• Cathy Martin, 공동 소유자, Martin Farms, Brockport, NY  

• Ken Schmitt, 은퇴한 야채 농부, Melvill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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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an Reeves, 공동 소유자, Reeves Farms, Baldwinsville, NY  

• Dave Fisher, 소유자, Mapleview Dairy, Madrid, NY  

• Tim Stanton, 소유자, Stanton’s Feura Farm and Markets, Feura Bush, NY  

• Tonya Van Slyke, 전무 이사, Northeast Dairy Producers Association  

 

태스크 포스의 국가 기관들:  

•뉴욕주 농업 및 시장부  

•뉴욕주 환경보존부  

•뉴욕주 노동부  

•뉴욕주 교통부  

•뉴욕주 공공서비스 위원회 

•뉴욕주 보건부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 

•엠파이어 스테이트 발전  

•세무국 

•주 주류청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