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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5년년년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꿀꿀꿀꿀 생산생산생산생산 9% 증가증가증가증가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 북동부북동부북동부북동부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꿀꿀꿀꿀 생산자생산자생산자생산자 지위지위지위지위 유지유지유지유지; 전국에서는전국에서는전국에서는전국에서는 10위로위로위로위로 도약도약도약도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5년 꿀 생산 9% 증가로 뉴욕주가 북동부 최대의 꿀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10위로 

도약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농업 생산자들이 번영할 때 그들은 주 전역 커뮤니티들에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우리 주 꿀 생산자들의 성공은 뉴욕주 벤더들이 업계 최고에 속한다는 

증거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산업이 계속해서 새 높이에 

도달하는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며, 모든 뉴욕주민들이 바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들을 시식할 것을 권장합니다.”  

 

5개 이상 벌떼를 보유한 양봉업자들에 대한 연방 농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뉴욕주에서는 360만 파운드의 꿀이 생산되어 2014년에 생산된 330만 파운드에서 9%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주는 2015년에 꿀 생산에서 전국 10위를 기록해, 3계급을 도약하여 

Idaho, Georgia 및 Nebraska 위에 섰습니다.  

 

뉴욕주 양봉업자들은 2015년에 꿀에서 약 1060만 달러를 벌어 전년도 대비 120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에 따르면 주의 양봉업자들이 클로버뿐만 아니라 

야생화, 참피나무 및 연꽃 같은 다양한 틈새 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뉴욕주 꿀은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농업시장부는 또한 작년 여름의 좋은 날씨와 이른 가을도 더 높은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꽃가루 매개자 커뮤니티가 직면한 도전을 인식한 Cuomo 지사는 뉴욕주에서 꿀벌 및 

기타 꽃가루 매개자의 건강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수분 매개자 보호 계획을 개발하는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으며, 그 의장은 농업시장부와 환경보전부가 맡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지사는 수분 매개자 보호 계획의 시행을 위해 환경보호기금을 통해 

주 예산에 50만 달러를 포함함으로써 업계와 태스크포스의 노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주주주주 농업부농업부농업부농업부 Richard A. Ball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커미셔너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2015년에 우리 꿀 생산자들이 

시현한 성장은 희소식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농민들과 우리 주의 양봉업자들 같은 

생산자들이 가장 좋고 독특한 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다른 생산자들과 구별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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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다. 증가된 생산 및 소득 수치는 우리 농업계의 강점, 탄력성 및 혁신의 

증거입니다.”  

 

꿀벌은 뉴욕주 경제에 중요합니다. 꿀벌은 해마다 사과로부터 호박에 이르기까지 5억 

달러 가치의 농작물을 수분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주 꿀벌은 추운 달에는 종종 

전국을 다니면서 연중 기후에서 성장하는 작물을 수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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