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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2012년 8월 15일  

주지사 뉴욕주 요구르트 회담 최초 개최 
 

관계자들 성장하는 시장 점유율 및 고용 창출 논의 
 

주정부 낙농업자 및 요구르트 생산자 지원책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요구르트 산업이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뉴욕주 최초 요구르트 회담을 개최하고 생산업자들과 기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뉴욕주의 요구르트 생산업체수는 2000년 14개에서 현재 29개로 증가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주의 요구르트 가공업계는 생산량을 두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요구르트 생산에 사용되는 우유의 생산량은 1억 5천 8백만 파운드에서 12억 파운드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요구르트 생산량 증가는 기존 요구르트에 비해서 우유가 세배 이상 더 필요한 
그리스 스타일 요구르트의 생산에 연유합니다.  
 

2011년 뉴욕의 낙농업계는 8,070명을 고용했으며 2005년도 대비 14% 증가한 4억 1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뉴욕주는 점차적으로 요구르트 생산량을 늘려왔으며 
요구르트 산업 뿐 아니라 뉴욕주 전반에 걸쳐 낙농업계, 농장물 업계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낙농업계 및 가공업계가 뉴욕주에 미치는 총 경제 효과는 89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40마리에서 50마리의 소가 추가될 때마나 농업 관련 일자리가 하나씩 창출됩니다. 낙농업계에서 
일자리가 하나 창출될 때마나 지역 사회에 1.24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됩니다. 낙농 
가공산업에서 일자리가 하나 창출될 때마다 5.72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요구르트 산업은 뉴욕주의 진정한 성공 신화이며 오늘의 요구르트 회담은 
주정부가 요구르트 산업이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산업 정부로서 우리는 산업계와 뉴욕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낙농업 산업계와 요구르트 생산업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욕주는 돈독하고 번창할 수 있는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요구르트 산업이 성공하고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Korean 

 

회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의 첫 단계로 
Cuomo 주지사는 회담에서 요구르트 경제 호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정부가 낙농업자들이 소의 
수를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규모 농장이 더 많은 수의 소를 소유할 수 있고 인허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정부는 동물 사육 (CAFO) 한도를 젖소 200마리에서 젖소 300마리로 
늘렸습니다. 그럴 경우 소규모 농장은 젖소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소규모 농장이 200마리 이상의 
소를 보유할 경우 준수해야 되는 규정에서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CAFO 규정을 
준수하기위해서는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따라서 확장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농장이 비용 절감, 확장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100마리에서 199마리의 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장이 800업체 이상 되며 이 업체들은 이러한 
개혁의 혜택을 입고 요구르트 생산업자 대상으로 우유 생산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청은 이러한 농장들 중 10퍼센트가 100마리의 소를 추가할 경우 매년 우유 생산량이 1억 
6천만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 CAFO 상한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농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화시키는 혐기성 소화조의 설치와 사용을 
증가시키고 장려해서 에너지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뉴욕주는 낙농업계 및 요구르트 업계와 
협조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농부들이 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소화조는 
농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전력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을 감소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뉴욕주 전력청은 소화조 구매가 여의치 않은 생산업체 및 농장에서 혐기성 소화조 설치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농부들과 생산업자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추가로 NYPA는 대규모 농장에서 직접 
소화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비서관 Larry Schwartz를 위시한 고위 행정관들은 소화조와 뉴욕주의 전력 그리드 연결 
비용 감소 방안에 대해서 Public Service Commission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위 행정관들은 낙농업 
성장을 저해하는 연방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행동계획 설립 및 개혁 관련 국회의원 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회담은 지속적인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원의원 다수당 리더인 Dean Skelos는 “뉴욕주 요구르트 회담은 농업계와 생산업계를 함께 
모아서 지역사회, 농업종사자, 산업계 및 낙농업계가 최근의 요구르트 호황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와 소비자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Seward 상원의원의 낙농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계획안에 박수를 보내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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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스피커 Sheldon Silver는 “농업과 관련 산업은 현재 뉴욕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뉴욕주에 소재한 업체들을 뉴욕주에 남게하고 뉴욕주에 새로운 
업체들을 유치하고 뉴욕주의 창업 정신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뉴욕주의 농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련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 James L. Seward는 “저는 Cuomo 주지사가 그리스 요구르트 호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뉴욕주의 농업계의 주력인 낙농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낙농업자들은 최근 몇년 동안 낮은 우유 가격, 높은 사료 가격 및 언제나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흥 요구르트 산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 의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시 한번 Cuomo 주지사는 '산업 
지원'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농부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빠른 반응은 
뉴욕주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성장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최초 요구르트 회담 주선 및 농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빠른 반응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위원회 의장 William Magee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러가지 좋은 점들을 얻었으며 뉴욕주의 
낙농업계 및 요구르트 산업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회담 주선과 뉴욕주의 
낙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AGE의 재무이사인 Rob Shea는 “FAGE는 주지사가 요구르트 산업과 요구르트 산업과 관련된 
농부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욕주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lpina의 상무이사 Robert Parkhurst는 “Alpina는 오늘 열린 요구르트 회담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국내의 최초 생산 공장을 뉴욕주 바타비아에 설립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lpina는 지역사회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은 
예외가 아닙니다.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경우 Alpina와 같은 회사들이 뉴욕주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뉴욕주 전체 산업이 번창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obani의 재무이사 James McConeghy는 “주지사와 행정부의 지원과 초대에 감사합니다. 미국 
최대 매출 요구르트 브랜드로서 저희는 오늘 회담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뉴욕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뉴욕주의 농부들과 주민들과 협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lack Brook Farm의 소유주인 Kerry Adams는 “낙농업자로서 저는 뉴욕주에서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지목한 Cuomo 주지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농부들과 가공업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하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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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hurst Farms Inc.의 John Noble 은 “뉴욕주의 낙농업계와 정부의 리더쉽을 결합해서 Cuomo 
주지사는 업계가 공동 비전을 설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강화 및 환경보호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새로운 뉴욕'의 
순간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청의 Dean Norton은 “뉴욕주의 낙농업계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농부들이 농장을 확장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환경 기준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상은 주지사의 뉴욕주 
산업 지원 계획과 부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요구르트 생산업체들이 뉴욕주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Chobani는 
Southern Tier, Fage는 Mohawk Valley, Upstate Niagra는 North Country에서 설비를 구매했으며 최근 
Alpina와 Muller Quaker가 Finger Lakes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및 산업 투자 
결정은 뉴욕주가 사업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뉴욕 낙농업계는 미국 서부의 초대규모 낙농업계와는 매우 다릅니다. 뉴욕주의 농장은 천마리의 
소를 보유할 경우 대규모 농장으로 취급받지만 서부의 경우 7천마리를 보유한 농장이 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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