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법안에 서명하고 뉴욕주 산업용 대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 

 

연구를 촉진하고 미래의 가공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000 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발표 

 

뉴욕주의 농작물로서 산업용 대마의 입지를 강화하는 법안 

  

연구를 안내하고 산업 개발을 지원하며 정책 및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 조언하기 위한 

실무그룹 설립 

 

재배업자와 가공업체들이 산업 규정 및 요건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숍(One-Stop Shop), 직통전화, 웹페이지 출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법안에 서명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용 대마 

산업을 지원하여 뉴욕주의 농업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농업시장법(New York Agriculture and Markets Law)에 

따라 농산물로서의 산업용 대마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이 작물에 

관한 연구 및 정책에 대해 주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산업용 대마 실무그룹(industrial 

hemp working group)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제배업자와 가공업체들이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규정 및 요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스톱 숍(one-stop shop)이 

만들어집니다. 덧붙여, 주지사는 산업용 대마 연구 및 산업용 대마 사업에 대한 경제 개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과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산업용 대마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여 뉴욕은 현장에서 공장까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이 경제 엔진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 혁신의 유산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대마는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통해 우리 농장의 수익성을 높여 업스테이트 뉴욕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킬 수 있는 

유망한 농작물입니다.” 

 

연구소 및 농민들을 위한 연구 보조금(Research Grants for Research Institutions and 

https://esd.ny.gov/industrial-hemp


Farmers) 
  

Cuomo 주지사의 주요 어젠다는 뉴욕의 산업용 대마 재배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등과 100만 달러 규모의 협력관계를 통해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과 협력하여 2017년 재배철 동안에 

코넬(Cornell)의 시험 연구에서 산업용 대마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재배를 권유했습니다. 

  

이 연구 보조금 프로그램의 결과로 뉴욕주 전 지역에서, 2016년 뉴욕의 30 에이커에서 

재배된 산업용 대마 재배가 약 6,000 퍼센트 확대된 약 2,000 에이커의 토지에 산업용 

대마가 연구 목적으로 심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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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또한 기대하던 85 에이커의 

토지에서 시행할 산업용 대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 주립 대학교 모리스빌(SUNY 

Morrisville) 캠퍼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 뉴욕 주립 

대학교 모리스빌(SUNY Morrisville) 캠퍼스는 양쪽 모두 이 시험 연구 관리 및 연례 연구 

보고서의 생산을 위해 지원받을 것입니다.  

  

500만 달러 규모 연구 약정의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용 대마 종자 개량 프로그램(Industrial Hemp Seed Breeding Program)  

뉴욕법과 연방법에 일치하는 현지 고품질 종자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는 뉴욕주를 위한 산업용 대마 종자 인증 

표준(industrial hemp seed certification standards)을 설계하기 위한 뉴욕 

종자 개선 프로젝트(New York Seed Improvement Project)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농작물의 종자 품질에 대한 기존 주정부 벤치마크 표준과 

마찬가지로, 이 표준은 현지 대마 품종이 뉴욕주 기후 및 농장 관리 관행에 

잘 적응하도록 개발되고 저수준의 항정신성 대마초 

성분(Tetrahydrocannabinol, THC)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뉴욕에서 국내 종자 자원 및 생식질 저장소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을 추가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 성공적인 산업용 대마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뉴욕주는 대마 생산 및 제조업계에서 뉴욕의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농경법, 시장, 제조 연구 등의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산업용 대마 가공업체들을 위한 자본 보조금(Capital Grants for Industrial Hemp 

Processors) 
  

뉴욕주는 또한 50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대마 가공업체 보조금 기금(Industrial Hemp 

Processors Grant Fund)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의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규 건설 및 장비 구입을 포함하여 산업용 

대마 가공과 관련된 자본 비용에 대해 수혜 자격을 갖춘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최대 25만 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침 및 신청서는 2017년 7월 20일에 https://esd.ny.gov/industrial-hem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대마 실무그룹(Industrial Hemp Working Group) 

  

농작물로서 산업용 대마의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오늘 서명한 

법안이 산업용 대마가 뉴욕주법에 따라 다른 작물 및 종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산업용 대마 실무그룹(Industrial Hemp Working 

Group) 및 원스톱 숍(One-Stop Shop)을 설립합니다. 2년 임기의 이 실무그룹에는 

연구원 및 업계의 주요 리더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실무그룹은 연구, 산업용 대마 

홍보 기회, 정책 및 프로그램 변경 등에 관해 권고를 할 것입니다.  

 

산업용 대마 실무그룹(Industrial Hemp Working Group)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Richard A. Ball, 커미셔너,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실무그룹 대표) 

•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  

•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 

• Mike Barnhart, 식물과학 실험실(Plant Science Laboratories) 

• Susie Cody, 뉴욕주 대마 산업 협회(NYS Hemp Industries Association) 

• Benjamin Banks-Dobson, 올드 머드 크리크 팜 유한회사(Old Mud Creek Farm 

LLC) 

• Dan Dolgin, 제이디 팜스(JD Farms) 

• Ira Fair, 21세기 대마(21st Century Hemp) 

• Liisa Fiedelholtz, 구 앤 주식회사(formerly of Ann, Inc.)  

• Jennifer Gilbert Jenkins, 뉴욕 주립 대학교 모리스빌(SUNY Morrisville) 캠퍼스 

• David Grusenmeyer, 뉴욕 농장 생존력 연구소(New York Farm Viability 

Institute) 

• Marc Privitera, 프리프로세스 주식회사(PreProcess, Inc.) 

• Larry Smart,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https://esd.ny.gov/industrial-hemp


• Julie Suarez,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icholas Vita, 컬럼비아 케어 유한회사(Columbia Care LLC) 

• Steven Wood, 뉴욕 주립 대학교 연구 재단(SUNY Research Foundation)  

• Jeff Williams,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 

  

기술 지원을 위한 원스톱 숍(One-Stop Shop) 

주정부는 오늘 또한 재배업자와 가공업체들이 주정부 및 연방정부 법률에 따라 산업용 

대마 산업 규정 및 요건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숍(One-Stop 

Shop)과 웹페이지 https://esd.ny.gov/industrial-hemp를 선보였습니다. 이 원스톱 

숍(One-Stop Shop)은 수제 음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정부가 새롭게 개시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뿐만 

아니라 규정, 허가, 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타 모든 문제 또는 이슈에 대해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는 정부의 일원화된 창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8년 재배철을 위한 뉴욕주의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 또는 산업용 대마 재배업자 보조금 기금(Industrial 

Hemp Processors Grant Fun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뉴욕 재배업자 및 

기업은 원스톱 숍(One-Stop Shop)을 방문하시거나 

IndustrialHempNYS@agriculture.ny.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무료 전화 877-249-

684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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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은 미국에서 산업용 대마 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훌륭한 연구 기관들이 길을 닦아 주면서 뉴욕주의 재배업자들은 이 부상하고 있는 신흥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의 많은 

농민들이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다양화시키려고 할 때, 이 산업용 대마 연구 프로그램(industrial hemp research 

program)은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연구원과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뉴욕 주민들을 위해 경제적 기회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연구 

개발의 혁신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세계 일류 교육 

기관의 본거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를 대신하여 4월 18일 이타카에서 뉴욕 최초의 산업용 대마 

서밋(Industrial Hemp Summit)를 소집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용 대마에는 수없이 많은 유망한 응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례없는 혁신 가능성은 진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서던 티어는 새로운 기회로 부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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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서명하시는 이 법안을 통해 뉴욕주의 영농 산업 육성과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 창출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Thomas F.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마 산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를 발전시키며 뉴욕 전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의회의 제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대마 산업은 번창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농부, 연구원, 현지 기업들의 경제적인 

성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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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영농 산업의 성공은 우리 주의 근면한 농민들을 

새로운 신흥 기회로 연결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산업에 대한 이 투자는 그 

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업스테이트 뉴욕의 경제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공약을 보완하면서 무수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다목적 농작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뉴욕주가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뉴욕을 미국 대마 재배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저희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부, 가공업체, 제조업체, 연구원 등 모든 분들이 오늘 취해진 조치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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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분야는 뉴욕주 전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문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 주요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마 산업의 성장과 

확장에 대한 이 투자는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마 산업을 발전시킨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Barbara Lift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용 대마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여 저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마 

산업 확장에 대한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용 대마를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일자리 성장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뉴욕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로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의 Kathryn J. Boor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산업용 대마 재배 

성공은 농업과학 분야의 연구에 대한 현명한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코넬(Cornell) 

연구자들과 뉴욕주 모든 카운티의 우리의 강력한 농업 전문 네트워크가 뒷받침하는 

뉴욕은 이 신흥 작물의 재배에 있어 미국을 선도하는 태세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주의 농부들은 이 흥분되는 새로운 시장에서 혁신하고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모리스빌 스테이트 칼리지(Morrisville State College)의 총장인 David Roger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산업용 대마를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일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모리스빌 스테이트 칼리지(Morrisville State College)는 산업용 

대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허가를 받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수진의 Jennifer Gilbert Jenkins 박사는 모리스빌(Morrisville)의 노력을 이끌었고 

작년에 뉴욕에서 이 허가에 따라 최초의 성공적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제이디 팜스(JD 

Farms)와 협력했습니다. 우리 교수진과 학생들은 뉴욕주 농업 및 산업계에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산업용 대마는 전국적으로 매년 57,000만 달러가 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농업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용 

대마 산업이 제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5년에 주정부의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을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 곳의 교육 기관과 농장이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고 연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2017년-2018년 뉴욕주 예산(2017-18 New York State Budget)에서 주지사는 승인받은 

재배지 수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산업용 대마 연구가 늘어나도록 독려했습니다. 4 월에 

주지사는 사상 최초로 주정부의 산업용 대마 서밋(Industrial Hemp Summit)을 소집하고 

주정부의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State’s 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이 가능한 연구 허가 건수 10 건을 모두 채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가 뉴욕 주 전 지역의 다양한 토양 유형 및 

다양한 장소에서 재배 중인 각종 대마의 우수한 사례를 찾아서 40만 달러를 수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네바 소재 코넬(Cornell)의 농업 시험장(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에서는 또한 발아 및 잡초로 인한 오염에 대한 대마 종자의 품질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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