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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특수특수특수특수 작물작물작물작물 연구연구연구연구, 안전안전안전안전 및및및및 홍보를홍보를홍보를홍보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1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연방연방연방연방 자금자금자금자금 발표발표발표발표  

연방연방연방연방 자금의자금의자금의자금의 목표는목표는목표는목표는 농업에농업에농업에농업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혁신혁신혁신혁신 생성생성생성생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을 통한 연방 자금 11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농무부는 

뉴욕 주에 있는 특수 작물의 연구, 안전 및 홍보를 더합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 작물 블록 그랜트(Specialty Crop Block Grant) 프로그램은, 과일 및 채소, 말린 과일, 홉, 보육 

작물을 포함하고, 혁신을 만들 수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뉴욕 농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업에서 그 국가의 경제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뉴욕의 농업 부문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미 활발히 번영하는 산업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특수 작물을 제공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110만 달러를 

통해 지역 농민들이 주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농업 식품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뉴욕 제품에 대한 이름을 주 전역에 걸쳐 확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금 조달은 미국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 정부 2014 농업 법에서 개정된 2004 년 특수 작물 

경쟁력 법(Specialty Crops Competitiveness Act of 2004)을 통해 제공됩니다. 농무부(USDA)는 특수 

작물 경쟁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농업과 시장 부서는 유일하게 특수 

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 가지 우선 순위 지역 중 하나에 가장 많은 수혜자의 혜택을 위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이는 연구와 재배 교육, 식품 안전, 마케팅 및 홍보를 포함합니다.  

주 농업 국장 대행 Richard A. Ball은 “농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혁신 중 일부이지만,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연구 조사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수 

작물의 농부로서, 본인은 특수 작물 블록 그랜트 프로그램(the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이 

농부들의 작업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알고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Kirsten Gillibrand은 “뉴욕 역사적으로 연방 농장 자금 조달에서 간과 된 많은 과일과 

야채 농장의 근원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수 작물은 다른 기회이자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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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농업 법에서는, 농부들이 새로운 시장, 씨앗의 종류, 해충 방제 기술 및 농업 방법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수 작물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에 

대한 추가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뉴욕 농민들은 이제 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농업 경제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Nita Lowey은 “뉴욕은 우리 농촌의 경제 성장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에 걸쳐 뉴욕 

시민이 건강하고 맛있는 제공하는 신선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과일과 야채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특수 작물을 생산하고 잘 균형 잡힌 다이어트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세출 위원회의 민주당 중진으로, 저는 특수 작물 블록 그랜트와 뉴욕의 명물 작물 

농민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하원 의원 Chris Gibson은 “하원 농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뉴욕 과수원, 과일 농장, 야채 

재배에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수 작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이 자금의 옹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의 경제와 건강, 현지 음식의 중요한 원천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새로운 농업 법의 연구 자금을 보존하기 위해 싸운 것에 대해,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뉴욕 농민을 연결하기 위한 농업 및 시장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하원 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역사적인 농업 법안을 제공하는 것은 저의 최고 우선 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에 수억개의 펌프와,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오고 학교와 

가정에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허드슨 밸리 농민들에 대한 뛰어난 결과를 

가져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의회에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한 후, 저는 우리가 

허드슨 밸리 경제를 이끄는 농민들을 향한 투자를 갱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www.agriculture.ny.gov/RFPS.html. 자격 

신청자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교육 기관, 국가, 지역 및 인도 부족 정부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는 

낙찰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2014년에 9월에 발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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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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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