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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60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용 대마 연구 파트너가 뉴욕주 시범 프로그램에 

합류한다고 발표  

  

연구 시도를 3,500에이커 규모의 9개 지역으로 확장  

  

식품 및 섬유 분야의 제안된 연구 신청서는 여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전략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계획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0개 이상의 새로운 농장 및 사업체가 뉴욕주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State's 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하에 연구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 파트너들은 서던 

티어에 소재한 7개 카운티를 포함하여 주 전역으로 확장되며, 특히 생명 공학 및 농업 

경영학 분야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식품 및 섬유 분야의 미래 연구 파트너 

신청서는 처음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질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산업용 대마 생산 및 가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강력한 재배자 커뮤니티와 혁신적인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산업용 대마는 농민들에게 대체 작물을 제공함으로써, 서던 티어와 뉴욕주 전역에서 

농업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New York's 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을 확장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 마감됐던 

공개 신청을 발표하여 100개 이상의 농장과 사업체에서 지원서를 받아 냈습니다. 현재 

64명의 지원자가 2018년 작물 성장기에 대한 연구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 연구 

파트너들은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18개의 뉴욕 업체가 시장 조사를 

발전시키고 전국에서 점점 증가하는 산업용 대마 상품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용 대마를 가공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https://www.agriculture.ny.gov/PI/PIHome.html
https://www.agriculture.ny.gov/PI/PIHome.htm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open-application-period-industrial-hemp-research-partners-support


 

 

  

서던 티어와 미국 전역에서 이 시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식품 및 섬유 

분야의 미래 연구 제안 신청서는 수시로 받아들여지며 마감기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웹 

사이트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파트너들의 합류와 더불어, 올해는 산업용 대마 연구 시도를 위해 2017년 

2,000에이커 규모의 농지와 비교하여 대략 3,500에이커 규모의 뉴욕 농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들은 산업용 대마를 동물의 잠자리, 단열, 난방용 

펠릿(pellet), 기타 소비자 제품의 생산을 위한 식품, 섬유 및 곡물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의 잠재적인 미용 및 건강 혜택을 연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재배자를 위한 이식 가능한 식물의 가능한 원천으로서 생명 공학 

연구를 수행하고 실내 식물 품종 개량 및 복제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더욱 종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뉴욕주가 신흥 산업용 대마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전역에서 산업용 대마 가공 용량 확대  

  

강력한 산업용 대마 가공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주 전역에서 점점 

증가하는 산업용 대마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18개의 등록된 가공 업체를 통해 수제 음료 분야, 식품 생산 및 도매, 난방, 건축 자재, 

섬유용 칸나비디올(CBD) 기름 등을 위한 산업용 대마를 가공할 용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500만 달러 산업용 대마 가공업체 보조금(Industrial Hemp Processors Grant 

Fund)은 지난해 대마 가공 과정을 향상시키고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축 공사 및 장비 구입을 포함하여 산업용 대마 가공과 

관련된 자본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2018년 1월, 

뉴욕주가 그레이터 빙엄턴 지역에 317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대마 가공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s)를 통해 

65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활동을 이끈 회사인 서던 티어 헴프(Southern 

Tier Hemp)는 특허받은 추출법을 사용한 칸나비디올(CBD) 기반 건강 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님과 의회 파트너들의 노력은 뉴욕주의 

농업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산업용 대마는 수천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들은 산업용 대마의 수많은 이점에 

https://www.agriculture.ny.gov/PI/PIHome.html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and-announces-new-initiatives-support-growth-industrial-hemp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and-announces-new-initiatives-support-growth-industrial-hemp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industrial-hemp-research-forum-be-held-southern-tier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범 프로그램은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뉴욕 농장의 다양성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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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가 확인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용 대마의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 및 확장되어 주 전역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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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근면한 농부들에게 사업을 다양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농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의 주요 산업과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우리의 농부들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Thomas F.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간 농업 

경제 다양화 및 수익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으로 뉴욕주를 이 새로운 산업의 

최전선으로 이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농민과 영농 기업에 귀중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경쟁력을 제공하게 될 산업용 대마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의 영농 산업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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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산업용 대마 생산 기회는 뉴욕에서 

재배한 대마의 향후 잠재력을 예상하는 혁신적인 농민과 기업가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연구 및 개발에 의존합니다. 이 연구는 이 개조 및 활성화된 산업을 위해 뉴욕주에서 

재배한 대마에 내재된 기회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농민, 

가공업체, 제조업체 및 연구원을 위한 산업용 대마의 막대한 잠재력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가 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정부, 고등 교육, 농장 및 기타 사업체가 이 획기적인 계획에 

대해 함께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줌에 따라 모두의 이목이 뉴욕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에서 2월에 개최된 뉴욕주 최초 산업용 대마 

연구 포럼의 뒤를 잇습니다. 이 포럼은 산업용 대마 연구, 생산, 가공 분야에서 뉴욕을 

선도국으로 만들고 뉴욕의 농업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2018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 전역의 연구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industrial-hemp-research-forum-be-held-southern-tier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industrial-hemp-research-forum-be-held-southern-tier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원, 학계, 사업체 및 가공업체들이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2017년 4월, 뉴욕주 최초 산업용 대마 회담(Industrial Hemp 

Summit)을 개최하여 뉴욕의 신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이후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대마 실무진, 원스톱 

숍(one-stop shop) 및 웹 페이지를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은 또한 뉴욕주 시범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대신하여 산업용 대마 씨앗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용 대마는 다양한 소비자, 산업 및 의료 제품 판매를 통해 매년 약 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주지사는 산업용 대마가 뉴욕주 전역의 제조, 일자리 창출 및 

농장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며 2015년에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개 이상의 연구 파트너가 산업용 대마를 재배 및 

연구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또한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 지역의 종합적 발전 

청사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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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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