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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기업식기업식기업식기업식 영농을영농을영농을영농을 위해위해위해위해 743,000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교부금이교부금이교부금이교부금이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25개의개의개의개의 초기초기초기초기 단계단계단계단계 농장을농장을농장을농장을 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지원하다 

 

2014년년년년 이후이후이후이후 이이이이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통해통해통해 농장주들에게농장주들에게농장주들에게농장주들에게 거의거의거의거의 14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파머 교부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이 

뉴욕주의 25개의 초기 단계 기업식 영농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743,000여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2차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초기 단계 농장주들의 

수익성 향상을 돕고, 그 결과, 뉴욕의 농업 부문의 다양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부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을 

확장하고 고품질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며 커뮤니티의 신성장을 도모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식 영농업주를 지원해줄 것입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는 뉴욕주 농업및시장부와 협의하여 이 교부금을 관리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위해 55건의 애플리케이션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준비 상태 제시를 포함해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채점이 

이뤄졌습니다. 보조금은 생산 확대, 농장 건물 건설, 장비 및 종자 구입, 또는 효율성 증대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와 연관된 프로젝트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파머 교부기금 수령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Capital Region  

� Eastern Hay Company, LLC – Washington 카운티: 45,485달러 

 

� MX Morningstar Farm – Columbia 카운티: 19,200달러 

 

� Sparrowbush Farm – Columbia 카운티: 16,932달러 

 
 
Centra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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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rsoll Farms – Oswego 카운티: 49,051달러 

 

� Main Street Farms, LLC – Cortland 카운티: 17,000달러 

 

� Shared Roots Farm, LLC – Cortland 카운티: 21,428달러 

 

� Z’s Nutty Ridge, LLC – Cortland 카운티: 17,334달러 

 
 
Finger Lakes  

� Blue Moon Bend, LLC - Wayne 카운티: 20,250 달러 

 

� Bolton Farms, Inc. – Monroe 카운티: 24,788 달러 

 

� McCracken Farms – Monroe 카운티: 24,669달러 

 
 
Long Island  

� Bhumi Farm, Inc. – Suffolk 카운티: 22,943달러 

 
 
Mid-Hudson  

� Alewife Farm – Dutchess 카운티: 15,728달러 

 

� Sawkill Farm – Dutchess 카운티: 33,925달러 

 

� Platte Creek Maple Farm – Ulster 카운티: 26,289달러 

 
 
Mohawk Valley  

� Jones Family Farm LLC – Herkimer 카운티: 42,675달러 

 

� Windy Hill Goat Dairy – Otsego 카운티: 28,645달러 

 
 
North Country  

� Echo Farm – Essex 카운티: 26,599달러 

 

� Full and By Farm, LLC – Essex 카운티 - 16,000달러 

 

� Juniper Hill Farm – Essex 카운티: 49,783달러 

 

� Mace Chasm Farm, LLC – Essex 카운티: 5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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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 Carrie Higby – Lewis 카운티: 18,000달러 

 

� North Branch Farms – Jefferson 카운티: 45,000달러 

 
 
Southern Tier  

� Plowbreak Farm – Schuyler 카운티: 21,404달러 

 

� Van Noble Farm – Tompkins 카운티: 40,362달러 

 
 
Western New York  

� Perry-Dice Organics – Cattaraugus 카운티: 49,534달러 

 
 

Empire State Development 의장의장의장의장, CEO 및및및및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Howard Zemsk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열렬한 반응은 뉴욕주에서 성장하는 농업과 차세대 농부들을 

지원해야 할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뉴파머 

교부기금 덕분에 초기 단계 농장주들이 사세를 확장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뉴욕주에서 사업을 번성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농업농업농업농업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Richard A. Bal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농장들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Empire State Development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파머 교부기금 프로그램은 이제 막 농업을 시작하고 사세를 확장해나가는 

새로운 농장주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인구의 99%를 먹여살리는 1%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교부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로 농부들은 

사업을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뉴욕주의 농업경제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교부금은 지난 해 교부금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며 새로운 

농부에게 제공될 총액은 거의 140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지난 해, 19명의 초기 단계 

농부들이 뉴욕주에서 상업적인 농장 경영에 관한 혁신적인 농업 기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610,000여 달러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부는 3년동안 뉴파머 교부기금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뉴욕주에서 

농업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기 위해 2016-2017년도 뉴욕주 예산에서 추가로 10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상원농업위원회상원농업위원회상원농업위원회상원농업위원회 의장인의장인의장인의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 농업의 

미래는 사람들이 근면한 농장주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고 우리 주와 세계에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재배 및 생산하는 과제를 안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뉴욕주의 새로운 농장주들이 기업식 영농의 성공을 도와주는 견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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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올해 

교부금 수령 농장주들이 이러한 뉴욕의 선도 산업을 강화해나가는 데 이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의회주의회주의회주의회 농업의장인농업의장인농업의장인농업의장인 William Magee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파머 교부기금은 

농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뉴욕에서 진보적인 산업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육 이니셔티브와 생산 및 유통을 증대하는 혁신적인 농업기법을 통해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농장주들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의 기업식 영농과 농업 방식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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