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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지역 박람회들을 위한 500만 달러 지원 발표 

 

거의 10년 내에 최초로 지역 박람회들이 중요 인프라 개선 지원금을 받게 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업 박람회장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 

전역의 카운티 및 청년 박람회들에 500만 달러가 지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56개의 

지역 박람회가 신규 건설을 포함해서, 개선 및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89,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지역 

박람회들이 중요 인프라 개선 자금을 받게 되는 것은 거의 10년 내에 처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람회들은 뉴욕의 풍부한 전통의 일부이며, 이 

위대한 주의 모든 곳에서 지역사회들의 자부심과 유산을 소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투자는 이러한 박람회들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돕고, 지역 벤더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며, 뉴욕 전역의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 주의 지역 박람회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다. 각 박람회는 

89,285달러를 지원받을 자격을 갖게될 것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박람회는 

반드시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무 범위 및 추정 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농업을 수용하거나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박람회장 건물, 시설 또는 장비의 건설, 수리, 교체, 취득 또는 설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시장부에서 수 주 이내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지역 박람회들에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농업시장부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계약서가 마련되어서, New York State 

Grants Gateway를 통해 체결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결되어야 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202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 남아 

있는 지원금은 그 다음에 추가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지원금 

수령자들에게 균등히 분배될 것입니다.  

 

주 농업시장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년 동안, 우리 주의 

많은 지역 박람회들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방문객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려고 분투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https://grantsgateway.ny.gov/IntelliGrants_NYSGG/module/nysgg/goportal.aspx
https://grantsgateway.ny.gov/IntelliGrants_NYSGG/module/nysgg/goportal.aspx


주고, 우리 주의 다양하고 탁월한 농업 커뮤니티를 부각하기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이 지원금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정해준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주 전역의 지역 

박람회들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보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Patty Ritch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지역 

박람회들은 단순히 즐기러 가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 박람회들은 농장 동물을 

직접 보고, 로컬 푸드를 즐기는 등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농업의 중요성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지원금을 옹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주지사와 커미셔너가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박람회들에 이러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방문객을 늘리고, 뉴욕의 선도적 산업을 부각시키며, 

자신이 소재하는 지역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Bill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카운티 및 청년 

박람회들은 지역 농업을 위한 쇼케이스이며, 이 박람회들은 참여와 경쟁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재미와 오락을 제공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긍정적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경제를 부양합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매우 긴요한 자금 지원은 

우리 지역 박람회의 중요 인프라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Carrie Woern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카운티 박람회들은 농업적 

전통을 기념하고, 지역 농업이 제공하는 상품을 부각하기 위해서 가족과 지역사회가 

모이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카운티 박람회를 지원하고, 그것들이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점에 대해서, Cuomo 

주지사께는 물론이고, 이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도왔던 상원과 하원의 제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Kathy Marchi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인기 있는 많은 

카운티 박람회에 투자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대단한 지역사회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것입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농가로부터 

나오는 유산, 고된 노력, 그리고 훌륭한 농산품을 즐기고, 소개하며, 기념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카운티 박람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농업박람회협회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Agricultural Fairs)회장 Gary 

Newkir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역 카운티 박람회는 수 세대의 가족들을 위한 

전통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박람회를 즐깁니다. 뉴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박람회는 대략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은 17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기간이 경과되면서 인프라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의 박람회들이 이 

훌륭한 전통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즐거운 오락을 제공하며, 가족의 기억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선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워싱턴 카운티 박람회 이사회 이사진과 직원들이 주 전역의 지역 박람회를 위한 자금 

확보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 카운티 박람회 총괄 관리자 Mark St. Jacqu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의 카운티 박람회들은 매년 박람회를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농업을 

소개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이 박람회들이 해마다 

제공하는 그들 지역사회의 시기에 맞는 전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돕게 될 

개선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카운티 박람회 회장 Harry Boo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의 

카운티 박람회들을 위해서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많은 박람회들이 이 지원금을 

이용하게 될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농업적 인식을 확장하고 강화하며,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생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Cuomo 주지사와 우리의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박람회 산업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원금이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을 고대합니다.” 

 

New York Farm Bureau 회장 David Fish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티 박람회는 

종종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처음으로 둘러보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농부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농부들이 그들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가치 있는 역할을 방문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이루어진 주 정부 지원금이 모두를 위해서 박람회 

방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카운티 박람회들에서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사항에 대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50개가 넘는 카운티 및 청년 박람회들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운영되며, 롱아일랜드 

박람회가 이 시즌을 마감합니다. 지역 박람회는 방문객들에게 가족 친화적 재미, 훌륭한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역 박람회는 우리의 식품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것이 어떻게 재배되고, 수확되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지 등, 지역 

농업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특유한 기회도 제공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 박람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최대 규모의 주립 박람회 중 

하나인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를 시러큐스에서 운영합니다. 이 박람회는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농업시장부는 그 소속의 다양한 부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 농업과 그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농업 환경 보호를 증진하며, 뉴욕 농업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식품 공급, 토지 및 가축을 보호합니다. 

농업시장부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 (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운영하고, Taste 

NY, FreshConnect 및 새로운 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프로그램들을 

관리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서 농업시장부 소식을 확인하세요.  

http://www.agriculture.ny.gov/Press%20Releases/County_Youth_Fairs_List.pdf
http://nysfair.ny.gov/
http://www.taste.ny.gov/
http://www.taste.ny.gov/
http://freshconnect.ny.gov/
http://certified.ny.gov/
https://www.facebook.com/nyagandmarkets/
https://twitter.com/nyagandmarkets
https://www.instagram.com/nyagandm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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