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농부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발표 

 

초기 단계 농장 27 곳을 지원하게 될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 

 

뉴욕주의 성장하는 영농 산업에 대한 주지사의 지원을 지속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York State New 

Farmers Grant Fund)을 통해 신규 농장 및 초기 단계 농장 27 곳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출시된 이후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66 곳의 농장에 지원금 약 2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의 주요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의 지원을 통해, 저희는 미래 세대 농민들을 

위한 배당금을 지급할 투자를 단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사업 

확장을 지원하면서 신규 농장 및 초기 단계 농장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 수여를 통해, 뉴욕은 생산 증대를 

지원하고 앞으로 수년간 우리 경제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별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 수령 농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블루 스타 팜 뉴욕 유한책임회사(Blue Star Farm NY, LLC), 컬럼비아 카운티 – 

50,000 달러  

• 레터박스 팜 유한책임회사(Letterbox Farm, LLC), 컬럼비아 카운티 – 31,000 달러  

• 엠엑스 모닝스타 팜(MX Morningstar Farm), 컬럼비아 카운티 – 30,436 달러 

핑거 레이크스  

• 버튼우드 그로브 와이너리(Buttonwood Grove Winery), 세네카 카운티 – 50,000 

달러  

• 캠맨 에이커스 유한책임회사(Camman Acres, LLC), 먼로 카운티 – 18,021 달러  



• 퍼스트 라이트 팜 앤드 크리머리(First Light Farm & Creamery), 제네시 카운티 – 

50,000 달러  

• 하트웨이 브라더스(Hartway Brothers), 올리언스 카운티 – 42,500 달러  

• 라이먼 앤드 첼시 러저스(Lyman and Chelsey Rudgers), 와이오밍 카운티 – 

50,000 달러 

롱아일랜드  

• 사니노스 벨라 바이타 바인야드(Sannino's Bella Vita Vineyard), 서퍽 카운티 – 

19,154 달러 

미드 허드슨  

• 롱 시즌 팜(Long Season Farm), 얼스터 카운티 – 32,119 달러  

• 웨스트윈드 오차드 유한책임회사(Westwind Orchard, LLC), 얼스터 카운티 – 

48,619 달러 

모호크 밸리  

• 오텀 밸리 팜(Autumn Valley Farm), 옷세고 카운티 – 39,900 달러  

• 콜린스 팜 유한책임회사(Collins Farm, LLC), 오네이다 카운티 – 50,000 달러  

• 다이저트 팜스 크리머리(Dygert Farms Creamery), 몽고메리 카운티 – 37,500 

달러  

• 마이클 비즈 허니 컴퍼니(Michael B’s Honey Co.), 오네이다 카운티 – 30,770 달러 

노스 컨트리  

• 블랙 루스터 메이플(Black Rooster Maple), 에섹스 카운티 – 50,000 달러  

• 에코 팜(Echo Farm), 에섹스 카운티 – 23,401 달러  

• 리버 락 팜(Reber Rock Farm), 에섹스 카운티 – 35,065 달러 

서던 티어  

• 벤스뷰 팜스 유한책임회사(Bensvue Farms, LLC), 톰킨스 카운티 – 46,118 달러  

• 헴록 리지 팜(Hemlock Ridge Farm), 스튜벤 카운티 – 50,000 달러  

• 낸티코크 가든스(Nanticoke Gardens), 브룸 카운티 – 49,510 달러  

• 섀논 브룩 팜(Shannon Brook Farm), 쉴러 카운티 – 44,000 달러  

• 홈스테드 호그 팜(Homestead Hog Farm), 스튜벤 카운티 – 38,741 달러 

웨스턴 뉴욕  

• 블랙 버드 사이더 웍스(Black Bird Cider Works), 나아이가라 카운티 – 46,245 

달러  



• 블리스 데어리 컴퍼니 주식회사(Bliss Dairy Company, Inc.), 카타라우구스 카운티 

– 50,000 달러  

• 네이슨 앤드 사라 닉커슨(Nathan & Sarah Nickerson), 셔터쿼 카운티 – 16,660 

달러  

• 니퍼골드 데어리 유한책임회사(Niefergold Dairy, LLC), 이리 카운티 – 50,000 

달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의해서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을 운영합니다. 이번 회차의 프로그램 기금을 위해 

프로젝트가 농업 생산을 확대하거나 다각화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약 60 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농장 건물 건설과 장비 구입 및 공급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 퍼센트까지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나머지 50 퍼센는 수령 농장이 조달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농장의 모든 소유주들은 반드시 농장을 처음으로 소유한지 10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장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거나 재배한 제품의 판매를 통해서 반드시 

최소 10,000달러의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은 150 에이커 이하라는 

요건을 없앴으며, 이제는 모든 규모의 농장 신청인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장은 다양한 식품과 음료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며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의 기초 

단계의 농민을 지원하여 그들이 농산물 생산을 늘리고 뉴욕주 영농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뉴욕주 농업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농장에서 수제 음료 제조 농장에 이르기까지,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은 주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단계에서 광범위한 농업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의미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신규 농부들에게 현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양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미래에 자신의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영농 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사람들을 농업 분야의 일자리로 

유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차세대 뉴욕 농민들이 성공하여 우리의 경제를 

향상시키며 가족 농업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신 주지사님과 

커미셔너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수령 대상자들이 우리 주의 근면한 농부들의 

대열에 동참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다양한 농장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농업 

운동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뉴욕의 신규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장을 창업하거나 영농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Didi Barret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허드슨 밸리에서 

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은 우리 지역과 뉴욕주 전 지역에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레터박스(Letterbox)와 엠엑스모닝스타(MX Morningstar)의 근면한 젊은 농부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그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신선하고 건강한 로컬 푸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에서 미래 농업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을 세우거나 

성장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자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투자의 목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면서 농업 경제 전체를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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