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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근면한근면한근면한근면한 낙농업에낙농업에낙농업에낙농업에 감사하고감사하고감사하고감사하고 6월을월을월을월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낙농의낙농의낙농의낙농의 달로달로달로달로 기념기념기념기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및 전국적인 낙농의 달을 기념하여 뉴욕주 낙농업을 주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주의 선도적 농업 부문으로서 

낙농업은 주의 총 농업 소득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뉴욕주는 미국 제3위의 선도적 우유 

생산지이며 또한 전국 최대의 요구르트, 크림 치즈, 신 크림 및 코티지 치즈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뉴욕주의 낙농업은 전국의 고객들이 즐기는 세계적 수준의 낙농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는 남녀들 덕분에 번영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진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의 낙농업 파트너들과 자랑스럽게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이 주의 낙농민과 

우유 가공업체들은 최고 중의 최고이며 본인은 이 지난 몇 년간의 업적에 대해 축하를 보냅니다.” 

 

뉴욕주는 미국 제3위의 우유 생산주로서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합니다. 2013년에는 뉴욕주에 

5,000여개의 낙농장과 610,000마리의 젖소가 있었으며, 평균적 낙농장이 121마리의 젖소로 년 

267만 파운드의 우유를 생산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뉴욕주는 젖소당 우유 

파운드가 6.1%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2%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주는 북동지역에 우유의 순공급자로서 2013년에는 농장으로부터 New England, Pennsylvania 

및 New Jersey의 주외 공장으로 28억 파운드의 우유를 출하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낙농 관련 고용이 16.4% 증가하였습니다(총 일자리가 16,466개에서 19,160개로 

증가). 

 

Cornell University의 Todd Schmit 교수가 발표한 2014년 연구에 의하면 2011년에 뉴욕주 낙농업의 

경제적 산출은 148억 달러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낙농업 산출 추가 1달러당 $.42가 추가적 

경제 활동에서 생성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농무부 부장 Richard A. Ball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낙농업이 뉴욕주 농업과 

전주의 지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엄청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부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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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민들이었으며 그들은 제자신이 농민이 되도록 고취하셨습니다. 오늘날 뉴욕주 낙농업은 

번영하여 젖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며 매년 수 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 달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낙농의 달을 기념합니다.” 

 

북동낙농생산자협회 회장 Kerry Ad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동낙농생산자협회는 그리스 

요구르트, 치즈, 그리고 물론 아이스크림! 같은 맛있는 낙농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영양가 

있고 건전한 제품인 우유를 생산하려는 그들의 다짐에 대해 뉴욕주의 우리 가족 낙농민들을 

자랑스럽게 표창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낙농업을 든든하게 유지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끔 우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Cuomo 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제3위의 낙농주 겸 요구르트 생산에서 전국적 리더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북동낙농식품협회 부회장 Bruce W. Krupk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월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낙농업의 많은 부문을 표창하는 때입니다. 이 산업의 한 주요 구성요소는 뉴욕주에 위치하면서 

지역 농장으로부터 신선한 우유를 받아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및 크림치즈 같은 온갖 

종류의 제품을 포장하는 수 백명의 낙농 가공업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지역 슈퍼마켓, 학교, 식당 및 상점에 48시간 이내에 배부됩니다. 낙농업은 뉴욕주의 큰 성장 

사업으로서 주를 위해 많은 좋은 일자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장에 양질의 우유를 

년중 매일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와 지역의 수 천 낙농민과 낙농이 중요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그룹임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New York Farm Bureau 총재 Dean N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낙농민은 이 

달에 그들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훌륭한 일로 큰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유 

생산, 튼튼한 동물 및 환경 보호와 작업장 안전 기록 향상에서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전세계에서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는 뉴욕주 낙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New York Farm Bureau는 6월 낙농의 달 동안의 노력을 뉴욕주가 인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미국낙농협회 및 낙농협의회 CEO Richard Nacz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속 

지역사회와 그 바깥의 가족들에게 건전한 우유를 제공하는 뉴욕주의 5,000여 낙농장을 대표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규모의 농장들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낙농 제품을 누구에게나 

풍부하게 공급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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