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빙엄턴에 농업개발센터와 테이스트 뉴욕 매점 개장 발표  

  

농업 분야에 교육과 인력 배양 기회 제공하는 개발센터  

  

브룸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의 지역 생산자 직거래 시장과 상업적 생산 주방 프로젝트 

보완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인 “서던 티어 부흥” 계획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을 살리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브룸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Broome County, CCE-BC)에서 운영하며 서던 티어 지역의 농민들에게 

교육과 인재배양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개발센터(Agriculture Development Center)의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밖에 서던 티어와 주 내에서 생산한 세계 수준의 식음료 

제품을 홍보하여 지역의 현지 농업 관광업을 살리는 새로운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이 농업개발센터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강점과 서던 티어의 농업 경제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며 이런 새 프로젝트들은 그 과정에 탄력을 

부여합니다. 탄탄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은 서던 티어의 성공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번 기획은 장래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농업개발센터는 원스톱 농가로 사용하던 기존의 시설에 추가로 지은 3,200제곱 피트의 

면적의 센터로서 농민들에게 사업 계획과 시장 개발뿐만 아니라 농민 시장 영양 

프로그램과 식품 안전과 같은 중요한 기획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농업개발센터는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업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인재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농업개발센터는 이미 주 정부에서 개최하는 농장에서 학교로의 직접 공급(Farm-to-

School Summit) 프로그램과 지역 마스터 재배자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밖에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재료로 만든 다양한 식음료 

제품, 샌드위치 및 기타 포장된 스낵뿐만 아니라 달걀, 치즈 및 채소와 같은 일련의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는 테이스트 뉴욕 마켓을 포함합니다. 이 시장은 또한 지역 

식음료를 더 많은 지역으로 소개하는 새로운 서던 티어 웰컴센터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식품과 선물 등을 공급하는 뉴욕주 제조자들로는 Engelbert Farms, Finger Lakes 

Harvest, BobbySue's Nuts 등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농업개발센터는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서던 티어 농업부문 개선(Southern Tier Agricultural Industry Enhancement) 

프로그램을 통하여 500,000달러, Donna Lupardo 여성 하원의원이 확보한 뉴욕주 

경제개발 프로그램(NYS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으로부터의 750,00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농업개발센터는 CCE-BC가 이 장소에서 발전하던 대형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 농민의 매점과 상업용 생산품 부엌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역 농민들을 도와 농작물 생산을 증가하고 소규모 식품 제조업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지역 농민의 매점, 지역 시장, 지역 식료품점 및 테이스트 뉴욕 

마켓 및 매점에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단체 또는 기관들을 가려내는 서던 

티어의 식품 혁신 수단(Food Innovation Cluster)과 소규모의 식품 중심(Food Hub)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농업개발센터와 테이스트 뉴욕 마켓은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주지사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기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으로 만들어진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이라는 지역의 종합 청사진을 보완합니다. 서던 

티어의 농업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중요 기둥의 하나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정부는 이미 이 지역에 46억 달러 이상 투자했으며 그중 

2012년부터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는 농업 관련 프로젝트에 3,000만 달러 

투자하였습니다. 3,000만 달러 투자한 주지사의 서던 티어 농업 부문 개선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서던 티어 농업 부문 성장을 위해 약속한 투자금의 두 배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산자들을 중요한 

자원과 교육 기회와 연결해 주는 이 시설의 개장 행사를 돕게 되어 기쁩니다. 이 

시설에는 서던 티어 웰컴 센터를 지원하고 뉴욕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현지 

제품들을 맛보게 하는 훌륭한 테이스트 뉴욕 매점도 포함합니다.”  

 

Frederick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농업은 서던 

티어 지역사회 구조에 잘 짜여 있습니다. 영농, 식품 생산 및 농업 관광업이 다가오는 

http://www.engelbertfarms.com/
http://fingerlakesharvest.com/
http://fingerlakesharvest.com/
http://www.bobbysuesnuts.com/
https://www.agriculture.ny.gov/Press%20Releases/Front_Street_Vendors.pdf


 

 

세대의 업스테이트 뉴욕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우리 농업 자원과 같은 

부문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년간 우리 지역 경제 

개발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농민들의 점포와 상업용 주방, 농민과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그에 이어 모든 뉴욕 상품들을 다루는 두 개의 테이스트 뉴욕 매점 등 방면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농업개발센터는 우리의 지속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규 및 기존의 사업을 시장에 연결하는 동시에 장래의 농장주와 생산자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믿어주신 모든 파트너에 감사드립니다.”  

  

Clifford Crouch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농민에게 크나큰 기회이며 도구입니다. 농업은 서던 티어 경제의 중추입니다. 우리 

농민들과 그들의 상품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농업개발센터가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역할을 하고 서던 티어가 뉴욕주의 주요 농업 중심지로 계속하여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Jason Garna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낳은 브룸 카운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농업개발센터는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꿔 놓을 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는 교육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제를 추진하고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테이스트 뉴욕 매점을 찾아서 여기 브룸 카운티와 

서던 티어에서 직접 생산한 최고의 제품들을 체험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Victoria Giarratano 브룸 카운티 코넬 협동조합 상무(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Broome County)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룸 카운티 코켈 협동조합은 

우리주와 지역 지도자들과의 협력하에 계속하여 브룸 카운티에서의 농업 미션을 추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농업개발센터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 지역 학생 및 공공부문에 

교육과정과 작업장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업퍼 프론트가(Upper Front Street)에 

위치한 테이스트 뉴욕 매점은 이곳 지역사회와 여행객들에게 현지 농산품을 구매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 지역에서 배출한 소규모 사업체들을 홍보합니다. 테이스트 

뉴욕의 경제적 영향 덕분에 중소기업 및 지역 농부들의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4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는 2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민간 사업체의 

투자를 불러올 것이며 이 투자금들이 발표되면 이 지역에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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