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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에서 농업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전국 순회 경청회 투어 

시작   

    

롱아일랜드 이해관계자와의 원탁 대화로 전국 순회 경청회 시작    
    

뉴욕의 농부와 농장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농업 산업과 함께하는 세션    
   

서퍽과 브룸 카운티에서 열리는 첫 번째 세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농업의 미래에 대한 주 전체의 경청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련의 경청회 세션에서 주정부는 기후, 노동력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있어 그들의 우선 순위를 농부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업, 

영양 및 환경 분야의 중요한 자금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주 연방 정부의 우선 순위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청회 투어를 시작한 Hochul 주지사는 서퍽 카운티의 

Bruno Farm 을 방문하여 Long Island Farm Brewery/Water Drinker Family Farm 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열어 농부들의 성공과 우려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지사와 

부지사는 농업부 Richard A. Ball 커미셔너가 개최하는 '경청회 세션'과 함께 향후 몇 

달간 주 전역으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며, 여러 곳을 방문하여 주 전역의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 산업은 우리의 경제,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필수적이며, 우리는 대유행에서 계속 회복됨에 따라 농장에 

특별한 중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장은 항상 우리를 위해 여기 있어왔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회 세션은 우리가 농업 공동체의 

도전과 기회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의 농부들과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러분을 지지하며,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농업의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농민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에 있는 동안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 하나는 주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재정과 

정책 모두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청회 세션은 농부들로부터 



그들의 업적과 우려에 대해 직접 듣고, 우리가 농업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경청회 투어 주 공무원들과 농업 산업 지도자들이 2023 년 

뉴욕주에 대한 농업 법안(Farm Bill)의 중요성과 뉴욕 농장의 성장과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유권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농업 및 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AGM)와 다른 

주 정부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투어는 오늘 서퍽 카운티 리버헤드, 서퍽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부국장인 Eugene Heslin 박사와 

뉴욕 농무국(New York Farm Bureau) 대표들이 Ball 커미셔너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7 월 25 일 월요일 오후 1 시 브룸 카운티 빙엄턴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Broome County 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Ball 커미셔너는 주 

파트너, Donna Lupardo 의회 농업위원장, 뉴욕 농무국 대표들과 함께 

합니다. 참가자들은 FarmBill@agriculture.ny.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 빙햄튼 세션을 

위한 RSVP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열리는 추가 세션은 몇 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면 

의견서는 FarmBill@agriculture.ny.gov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 농무부(State Agriculture)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법안은 여기 뉴욕주에 있는 우리 농업 공동체의 모든 부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경청하고 싶습니다. 올버니에서 다가오는 농업 법안 시즌 

동안 우리 농부들을 옹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들은 코멘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책 우선순위를 알리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세션 중 하나에 참석하시거나 여름의 남은 기간과 가을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의 위대한 주를 여행할 때 모두 참석하시기를 권합니다."    

    

Michelle Hinch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부들은 농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산업 정의의 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모든 회의실에 진정한 

좌석이 필요합니다. 이 경청회 투어는 특히 너무 자주 큰 농업을 우선시하는 중소 

규모의 뉴욕 농부들을 위해 일하는 2023 년 연방 농업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뉴욕주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연방 농업 법안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청회 투어는 주 및 연방 

농업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집된 의견을 통해 뉴욕은 농업 법안 우선순위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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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및 정책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농무국(New York Farm Bureau) David Fisher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법안은 위험 관리 지원, 보존 지원, 그리고 필요한 연구를 포함하여 농부들이 의존하고 

있는 필수적인 여러 프로그램에 중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우리의 다양한 농업 공동체의 

요구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농부들이 경청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 농무국은 

Richard Ball 커미셔너와 그의 팀이 농업 법안에서 우리 농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직접 듣기 위한 경청회 투어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투어 중 수집된 의견은 2023 년 농업 법안 갱신 대화 중 중요한 자금 지원 및 정책 

변경에 대한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뉴욕 주의 정책 의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 법안은 일련의 농업과 식량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다년제 법률입니다. 

가장 최근의 농업 법안인 2018 년 농업법은 2023 년 초에 만료됩니다.    

    

농업 법안의 영향을 받고 경청회 세션 동안 논의될 주요 영역으로는 농업 연구, 동물 

질병, 보존 및 기후 복원력, 사이버 보안, 식품 안전, 대마, 침입종, 지역 식량 시스템, 

특수 작물 지원금, 무역 촉진 등을 들 수 잇습니다.    

    

농업은 뉴욕주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며 뉴욕주 토지의 4 분의 1 을 조금 넘는 700 만 

에이커 이상이 농지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33,000 개의 가족 농장은 

주정부가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30 개의 다른 상품에서 상위 10 위 안에 드는 세계 

최고의 음식 중 일부를 생산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코티지 치즈, 사워크림, 

요거트 생산지이며, 뉴욕주는 메이플시럽, 사과, 양배추 부문에서 2 위, 포도에서 3 위, 

화훼 부문에서 4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또한 주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부분인 완두콩, 호박, 우유 생산 부문에서 5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500 명의 

낙농가들이 뉴욕주에서 연간 155 억 파운드의 우유를 생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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