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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단 소집  

  

지침. 농업 공동체와 열린 여름 원탁 토론에서 수집된 피드백을 다루고 이행  

  

실무단의 구성원, 뉴욕 농업 스펙트럼의 주정부 기관과 이해 관계자로 구성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과 농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 실무단이 

뉴욕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업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 Hochul 주지사와 Delgado 부지사는 롱아일랜드, 노스 컨트리, 허드슨 밸리, 핑거 

레이크에서 주 전역의 농업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기 위해 다양한 농부 및 산업 이해 

관계자 그룹과 일련의 원탁 토론을 열었습니다. Strategic Interagency Task Force 

Lessening Obstacles to Agriculture Working Group는 농부들과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여 주지사 지시를 받아 농업 및 시장부 커미셔너 Richard Ball이 의장을 

맡고 소집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의 요구를 지원하고 

뉴욕주의 농업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업계와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단은 뉴욕의 농업 업계 내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행정부는 농부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우리 주의 농업을 재창조하기 

위해 계속해서 농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부 출신이고 의회에서 수천 개의 

가족 농장을 대표하는 전임 대표로서 저는 농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지사와 저는 뉴욕의 생산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농부들로부터 들은 우려를 해결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실무단은 농업 상품 부문 대표들과 함께 과제를 식별하고 국가의 농부들과 상호 

작용하는 기관들이 명확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미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에 더 많은 유제품을 

제공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어려움과 공인된 운전자를 찾는 것, 그리고 주정부의 기후 



변화 노력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세션에서 받은 피드백은 이 실무단의 최종 권고 사항에 반영될 것입니다. 뉴욕의 식량 

생산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즉각적이고 시기 적절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와 주 기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대화에 기반하여 4회에 걸친 원탁회의 세션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담반은 

처음에 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운송 - 농산물 및 제품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도로, 교량 및 기타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근로자 지원 - 차세대 농부와 농장 노동자를 식별하고 구축하여 현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근로자로 다양한 산업을 지원합니다.  

 환경 - 거름 관리, 농장 내 에너지 생산 및 일부 농장이 주정부의 기후 

목표를 충족하고 탄소 중립이 되는 능력을 제한하는 대체 연료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자본 투자의 장애를 해결하고 제거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주거 환경 - 근로자 주택을 늘려 농장과 가까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생산을 보장합니다.  

 세금 경감 - 재산세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 세금 경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개선합니다.  

 농장 보호 -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주 정부가 생산적인 농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계속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조달 확대 - 지역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뉴욕 농장과 더 잘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 기관들에 의한 지역 식품 제품들에 대한 조달 방법을 

확대합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최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실무단이 권고하는 대로 뉴욕의 

농부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정부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할 것입니다.  

  

실무단의 구성원에는 뉴욕주 농업 및 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조세 및 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뉴욕주 주류청(State Liquor Authority) 및 다음과 같은 농업 업계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뉴욕 Bittner Singer Orchards Appleton의 소유주이자 New York 

Horticulture Society의 임시 책임자인 Jim Bittner  

 Big Dreams Farm의 소유주인 Kama Doucoure  

 Mapleview Dairy 소유주이자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 

대표인 David Fisher  

 Scolaro Fetter Grizanti & McGough, P.C. 사장인 Jeffrey M. Fetter  

 Snowdance Farm 소유주인 Susan Jaffe  

 Torrey Farms 공동 소유주인 Maureen Torrey Marshall  

 Dressel Farms 소유주인 Sarah Dressel Nikles  

 Reeves Farms 파트너이자 New York Vegetable Association 회장인 Brian 
Reeves  

 Northeast Dairy Producers Association의 사무총장인 Tonya Van Slyke  

 Becker Farms 파트너인 Oscar Vizcarra  

 Stoutridge Vineyard 소유주인 Kim Wagner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공익 경찰관인 Jeff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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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년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특히 노동력 개발, 농업 교육,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강하고 활기찬 산업을 보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동료 주정부 기관 및 농업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적인 해결책을 찾고 뉴욕주가 농업 생산에서 

계속해서 국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부들은 이 주에서 우리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많은 규제, 

노동 및 시장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문제는 올 여름 Hochul 주지사가 

우리 가족의 낙농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SILO 전담반(SILO 

Task Force)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장벽을 허물고 우리 

주의 식량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상식적인 접근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뉴욕주 Vegetable Growers Association의 Brian Reeves 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농업 분야 및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동료들과 함께 뉴욕 농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주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의 강력한 농업 산업은 

모든 시민들이 항상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영양가 있고 신선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팬데믹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노스이스트 낙농업자 협회(Northeast Dairy Producers Association)의 사무총장인 

Tonya Van Sly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낙농업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인 노스이스트 낙농업자협회는 SILO 전담반의 재소집을 농장, 가공업체 및 

운반업체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뉴욕주의 농업 경제를 강화하는 기회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약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농민들은 원탁회의와 공청회 세션에 참가하여 주 

리더들에게 자신들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으며 그들의 피드백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농장의 경우 노동과 환경 관리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세대 동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농부들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의 식량 공급은 이러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Bittner Singer Orchards 소유주이자 뉴욕주 Horticulture Society 임시 국장인 Jim 

Bitt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ILO 위원회는 생산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주 

정부의 여러 부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뉴욕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규칙과 규제가 농업의 현실과 도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뉴욕에서 경제 엔진으로서의 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Scolaro Fetter Grizanti & McGough, P.C. 사장 겸 Business and Tax Practice and 

Agricultural Services Groups의 회장인 Jeffery M. Fett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5년 이상 동안 뉴욕주 전역의 농장과 농장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 기관 간의 공통 포럼으로 이 전담반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산업에 종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입니다. 뉴욕주는 세계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생산하는 33,000개 이상의 농장의 본거지입니다. 뉴욕주 면적의 약 20%, 즉 거의 7백만 

에이커가 농지입니다. 뉴욕은 요구르트와 크림 치즈와 같은 주요 유제품 생산에서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와 메이플 생산에서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도와 양배추 생산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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