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캐나다의 무역 정책을 해결하고 미국 우유 공급업자들을 보호하도록 

연방정부에 촉구  

 

5 월 1 일부터 주요 유제품의 수출을 막고 뉴욕의 농업 부문에 잠재적으로 5,000만 달러의 

시장 손실을 초래할 캐나다의 무역 규정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뉴욕 주지사 및 위스콘신 주지사의 공동 서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요한 뉴욕 낙농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하는 뉴욕 

낙농인들에 대해 장벽을 만들게 될 규정에 대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cott Walker 위스콘신 주지사와의 공동 서신에서 주지사는 캐나다의 

낙농 무역 정책을 처리하고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및 기타 무역 협정에 따른 국제 공약을 존중할 것을 Trump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뉴욕은 미국에서 유제품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주들입니다. 뉴욕에서는 약 70 개의 낙농 농장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요 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5 월 1 일이 될 경우 수백만의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낙농 농가들은 우리 농업 경제의 강한 

경쟁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낙농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유 생산업체와 가공업체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저는 연방 정부가 캐나다에 이러한 유해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호의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하도록 촉구드립니다.” 

 

캐나다의 조치는 이미 전국의 수많은 낙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욕 낙농 

산업에 5,000만 달러의 시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와 더불어 이 

규정은 미국 경제에 수 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서신은 캐나다 우유공급관리위원회(Canadian Milk Supply Management 

Committee)의 규정 도입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규정에는 

뉴욕이 울트라 필터 방식 우유를 수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약하고 유제품 

생산업자들이 자신의 우유에 대한 본거지 없이는 생산을 그만 두어야 하는 온타리오주 

6등급 규정 및 알버타주와 퀘벡주의 새로운 7 등급 분류 및 새로운 국가 식품성분 

전략(National Ingredient Strategy)의 확립에 대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I_NY_Canada_DairyLetter.pdf


필터 방식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한 종류의 탈지유이며, 주로 치즈와 요구르트 생산에서 

사용됩니다.  

 

작년에 뉴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하는 동안, Kathy Hochul 뉴욕주 부지사는 캐나다 공무원들에게 뉴욕주의 

우려사항을 제기했으며, 2016년 8월에는 Richard Ball 뉴욕주 농업시장부 커미셔너가 

온타리오주 농업 담당 책임자에게 서신을 보내서, 새로운 규제안의 심각성과 뉴욕주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10 월 말 온타리오주에서 개최된 3개국 농업협정 

(Tri-National Agricultural Accord)에서 직접 대면하여 그의 우려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주 Ball 커미셔너와 Ben Brancel 위스콘신주 농업, 교역, 소비자 보호부 (Wisconsin 

Department of Agriculture,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장관은 미국의 

생산업자들로부터 울트라 필터 방식 우유 거래를 중단하려는 캐나다의 최근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위스콘신주 및 뉴욕주 낙농 산업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서신을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푸드 뱅크 및 전국 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미국 농무부 (USDA)의 

영양 보조 프로그램들을 통해 저장된 치즈 및 버터를 구입하여 유통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대한 것보다 캐나다에 더 많은 수출을 합니다. 작년에 쌍방의 

무역 관계는 상품 교역량 총액이 329억 3,000만 달러였고, 지역적으로 500,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뉴욕의 낙농업은 우리 주의 가장 큰 농업 부문입니다. 

5,000개가 넘는 농장이 있고, 그 대부분은 가족 운영 방식이며, 낙농업은 농업 경제의 

근간을 지지합니다. 2015년에 뉴욕에서 낙농 커뮤니티는 25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으며, 낙농업에서 거의 20,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의 낙농 제품들은 

해외로 수출되는 뉴욕주 농산품 전체에서 최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낙농인들은 그들의 제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생산한 우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주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Walker 주지사님께 감사 드리며 정부의 고위부서에서 저희의 우려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농업 산업에 해를 끼치게 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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