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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FRESHCONNECT 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 시장시장시장시장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의거의거의거의거 배분될배분될배분될배분될 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으로 330,000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현지 재배 식품의 판매를 진흥함으로써 뉴욕주 농민들을 지원하는 

“FreshConnect” 농산물 시장 프로그램을 위한 $130,000 제안요청서(RFP)의 공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제4차 연도의 이 프로그램은 영양이 미흡한 커뮤니티에 신선한 농산물을 가져오고 전주적 영양 

교육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뉴욕주의 FreshConnect농산물 시장은 수 천명의 뉴요커들이 현지 재배된 신선한 

식품을 입수하도록 도왔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농장들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생산하는 놀라운 식품을 활용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0,000 RFP는 전주적으로 적어도 13개의 전통 농산물 시장 및 청소년 시장 교부금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의거 신규 및 기존 농산물 시장, 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는 최대 $10,000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에 참여하는 농산물 

시장의 이용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최고 아이디어들이 교부금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모든 연령의 제대자들을 향한 $50,000를 포함하여 전주의 저소득 가정을 

섬기기 위해 “FreshConnect 수표”로 $200,000가 방출될 것입니다. 수표는 이번 여름에 적격 농산물 

시장 인접성에 근거하여 재향군인 시설을 통해 배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FreshConnect 수표” 프로그램은 SNAP 급여 $5마다 $2의 인센티브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농산물 시장에서 SNAP 급여 사용을 장려합니다. 2013년에는 뉴욕주 전역의 농산물 시장에서 320만 

달러 이상의 SNAP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SNAP 이외에 FreshConnect 예산 프로젝트는 모든 

뉴요커들이 소득에 상관 없이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성유아아동(WIC) 

과일채소 수표, 농산물 시장 영양 프로그램 수표 및 고령자 농산물 시장 영양 수표 같은 다른 영양 

인센티브도 받도록 장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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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장부장 대행 Richard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FreshConnect 농산물 시장은 Cuomo 

지사가 뉴욕주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계속 여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산자들은 신선 식품에 굶주린 소비자들이 있는 큰 도시 시장 가까이에서 농사짓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도 하는 농민들을 위해 

진정한 경제적 추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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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 농업은 주의 경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shConnect는 지역 재배 식품 진흥에서 뿐만 아니라 영양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주 

전역의 불우 커뮤니티에 더 건강한 식품 옵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링크로서도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임시장애지원실 실장 Kristin Prou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우 커뮤니티에 건강한 지역 재배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함으로써 FreshConnect 프로그램은 더 좋은 식습관을 진흥하면서 중요 니즈를 

충족합니다. 또한 FreshConnect 수표 이니셔티브는 SNAP 급여 수혜자들이 농산물 시장에서 

쇼핑하여 가족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FreshConnect 프로그램은 뉴욕주 경제의 필수 부분인 주의 농업에 투자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Farm New York” 이니셔티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Fresh Connect 프로그램은 그 개시 이래 

전주적으로 80개 프로젝트의 예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할당하였습니다.  

 

RFP에 의거한 예산을 신청하려면 농업시장부 웹사이트 www.agriculture.ny.gov/RFPS.html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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