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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HUDSON VALLEY의의의의 농민들을농민들을농민들을농민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목표한목표한목표한목표한 775,000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투자투자투자투자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업 및 시장국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에서의 775,000 달러의 

교부금을 통해 Kingston 음식 허브의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2012년, 

Hudson Valley Harvest와 Hudson Valley 농산업 개발 공사(HVADC)와 협력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공동 

포장은 뉴욕 주의 775,000 달러의 교부금을 받아 그 인프라와 처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확장을 통해 2014년에 시설을 통해 250만 파운드 이상의 농산물이 통과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50만 파운드 증가한 것입니다. 이 확장은 주 전역의 대학에 뉴욕 야채를 공급하는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구현되면서, 뉴욕 조직이 뉴욕 농산물을 구입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가 혁신, 생산성 향상과 세계 

최고의 제품 중 일부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농장에서 학교까지”프로그램은 CFA 자금의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 허브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18개의 학교 지역 음식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전국적인 식품 서비스 관리 

회사인 Chartwells 고등 교육/Compass 그룹과 제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뉴욕 주에서 10개의 

다음 학교를 포함합니다: SUNY Purchase, The New School, Mount Saint Mary College (MSM), 

Manhattanville College, College of Mount Saint Vincent, Iona College, Concordia College, Bard College, 

Albany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SUNY Plattsburgh. 뉴욕 농부는 또한 그들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Connecticut 학교들로 그들의 고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Sacred Heart University Connecticut,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Quinnipiac 

University Connecticut, Post University, Albertus Magnus College, Trinity College, Pomfret School, The 

Rectory School. 

 

2014년 수확에 걸쳐 식품 허브는 구입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뉴욕 농산물의 20만 파운드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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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허브에서 경제 활동의 또 다른 예는 Blue Hill Savory Yogurts와의 2014년 처리 계약입니다. 사탕 

무우, 당근, 토마토를 포함한 15만 파운드 이상의 뉴욕 야채들이 요거트 맛을 내기 위해 구입 및 

처리되었고 이후 Colombia 카운티의 요거트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Hudson Valley Harvest은 현재 생산에 5,000 에이커 이상을 대표하는 12개 카운티 내의 40개 이상의 

제휴 농장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25만 파운드의 단백질, 신선한 농산물 2만 부셸, 5만 파운드 

이상의 얼린 과일 및 야채, 1만톤 이상의 사과주, 꿀, 메이플 시럽, 2만 5천톤에 가까운 병 과일과 

야채를 나타냅니다. 

 

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은 “우리가 Kingston 식품 허브에서 보는 그런 성공 사례가 우리가 

만드는 경제 개발 투자 지역을 대상으로 뉴욕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 중 하나에서 경제 활동의 허브에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판매 및 소득 증대를 가져왔으며, 주 전역에서 농민들과 식품 가공자들에게 증가된 매출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사장, CEO 겸 집행 위원 지명 이사 Howard Zemsky는 “뉴욕 주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공동 포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식품 허브는 용량을 증가했고 지난 해에 비해 

20% 이상 제품을 유통하였고 특히 뉴욕 주 지역에서 신선하고 지역에서 재배한 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비즈니스는 의심 없이 농업 산업에 큰 영향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의 농민들을 새로운 시장과 연결하고 그들의 재배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dd Erling, Hudson Valley 농업 개발 공사의 전무 이사는, “Chartwells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 뉴욕 

농가에서 구입 한 제품의 양을 증가했고 회사의 노력은 지역 음식의 생존과 복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지역 음식 조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학교와 식품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템플릿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ul Alward, Hudson Valley Harvest의 공동 설립자 겸 CEO는 “우리는 Hudson Valley의 농업 

르네상스의 일부가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옥한 땅, 혁신적인 농부와 농업 및 

시장에서의 지원과 주지사의 헌신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같은 기관들이 

게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음식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우리의 기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약속들은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Compass 그룹 같은 업계 

리더들이 계획부터 구현까지 가는 곳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im Hyland, Farm to Table Co-Packers의 CEO는 “저는 Chartwells Higher Education /Compass Group 

같은 회사들이 지역 소싱에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약속을 보고 매우 흥분되었습니다. 중요하고 

고급된 약속을 함으로써 Chartwells은 지역에 걸쳐 성장과 번영에 우리의 식품 허브 및 지역 농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는 농지를 구성하는 11개의 카운티와 18% 농지로 뉴욕 주에서 주요 농업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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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의 행정 예산은 농지 보전 지역권을 구입하고 계곡에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2000만 달러 가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Hudson Valley에서 농지, 농업 관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합니다. 

 

2014년 12월에서 열린 Farm to Table Upstate-Downstate 농업 정상 회의에서 주지사는 지역 

식품허브 태스크 포스와 액션 플랜을 통해 뉴욕의 성장하는 식품 허브 네트워크의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태스크 포스는 뉴욕 북부 및 남부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뉴욕 시 및 

지방 자치단체의 회원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계획을 전개하여 지역 

식량을 뉴욕시 시장에 더 많이 유통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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