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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뉴욕뉴욕뉴욕 와인와인와인와인 및및및및 포도포도포도포도 산업산업산업산업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재정지원을재정지원을재정지원을재정지원을 포함해포함해포함해포함해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의전역의전역의전역의 특수특수특수특수 작물을작물을작물을작물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연방연방연방연방 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지원금으로 90여만여만여만여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작물의 회복력 증대에서 뉴욕주 농업 부문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이르는 11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미 농무부가 제공하는 연방 지원금으로 90여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에는 뉴욕주 와인 및 포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54,000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는 우리 주의 농업 부문과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을 통해 뉴욕의 일부 상위 연구기관은 곡물 생산 및 회복력과 

같은 분야를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뉴욕주 전역에 있는 농장주들의 시장 

경쟁력을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게 된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뉴욕 농업에 소중한 

기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2004년 특수농작물경쟁력법(Specialty Crops Competitiveness Act of 2004)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법은 미 농무부(USDA)의 승인을 얻어 특수작물 경쟁력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쟁력 프로그램으로는 연구, 홍보, 마케팅, 영양, 무역 증진, 식품 안전, 식품 

보안, 식물 건강 프로그램, 교육, “로컬 식품을 사자(buy local)” 프로그램, 소비 증진, 혁신 증진, 

효율성 개선 및 유통 비용 감소 시스템, 환경 문제 및 보존, 제품 개발, 협동조합 개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금은 Taste NY 프로젝트를 통한 뉴욕의 농업 및 요리 산업을 지원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주지사의 노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Taste NY은 뉴욕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세계적 

수준의 음식, 맥주, 와인 및, 주류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제품은 뉴욕주 전역의 특별 행사, 관광 여행지, 교통 허브, 상점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 특수작물 포괄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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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ll University, 식물식물식물식물 육종육종육종육종 및및및및 유전학부유전학부유전학부유전학부: 99,806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에 맞춘 

새로운 순한 혼합종을 도입하여 뉴욕 양파 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Cornell University, 원예학부원예학부원예학부원예학부: 99,594 달러 –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 증대를 위해 묘목장 

자생수종 생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AFT(American Farmland Trust), 뉴욕주사무소뉴욕주사무소뉴욕주사무소뉴욕주사무소(Saratoga Springs): 99,427 달러 – 이 

프로젝트는 SUNY 칼리지에서의 특수 작물 생산업자들의 시장 경쟁력 확대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곤충학부곤충학부곤충학부곤충학부: 94,553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리크 나방 제어를 위한 연구 및 

아웃리치 필요성에 부응하여 뉴욕 파속식물 농작물 산업(양파, 리크, 마늘, 차이브의 

생육력을 키울 것입니다.  

• Essex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소속소속소속소속 Cornell 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 93,460 달러 –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와 새로운 도매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북 뉴욕에서 특수 작물 판매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 및및및및 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 생생생생물학부물학부물학부물학부: 88,124 달러 – 이 프로젝트는 

육묘장 농장물과 주택 조경 식물들에게 위협이 되는 파이토프토라의 발견, 채집링 및 

시험을 확대할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 및및및및 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 생물학부생물학부생물학부생물학부: 79,785 달러 – 이 프로젝트로 

포도줄기 번식 재료에서 근류병 병원체를 제거하여 뉴욕의 포도재배와 육묘 산업을 

강화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원예학부원예학부원예학부원예학부: 74,331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뉴욕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저온 

내한성 “노던 그레이프(Northern Grapes)” 산업을 지원하며 포도와 와인 생산 방식을 

평가할 것입니다. 

•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소속소속소속소속 Cornell 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 65,168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역 내 곤충 교미 교란 참가 프로그램의 이행을 도와줄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곤충학부곤충학부곤충학부곤충학부: 56,055 달러 – 이 프로젝트는 뉴욕 유기농 사과를 위한 곤충, 

질병 및 잡초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줄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식물병리학 및및및및 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식물미생물 생물학부생물학부생물학부생물학부: 47,260 달러 – 이 프로젝트는 수중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뉴욕주 농장주들을 위해 감자씨 생산을 증대시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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