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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약 30개 신규 농장에 생산성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발표

자금 지원에 따라 신규 농부들의 성장과 확대를 도모하고, 뉴욕 농업의 지속 가능성 증대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약 30개 농장에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농부
지원 기금은 새롭게 농업을 시작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농부들을 지원합니다. 2014년
출범한 이후,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 114개 농장에 4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은 우리 경제와 삶의 질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농장은 열린 공간을 보존하는 한편, 신선하고 유익한 작물을 생산합니다.
뉴욕의 농부들은 훌륭한 토지 관리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식품과 음료, 스페셜티 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신규 농부들이 우리
뉴욕주의 오래된 농업 전통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농업 경제는 뉴욕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뉴욕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뉴욕주는 물론 전 세계의 식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기금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뉴욕주 전역의 농업
미래에 투자할 것입니다."
지역별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 수령 농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
•

타이니 하트 팜(Tiny Hearts Farm), 컬럼비아 카운티 - 28,567 달러: 꽃 생산
에이커 증대를 위한 부지 설비 및 물품 구매.
데이비드 앤 켈리 렌드럼(David & Kelly Lendrum), 올버니 카운티 - 21,300 달러:
건초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구매.
배튼킬 밸리 팜스(Battenkill Valley Farms), 워싱턴 카운티 - 20,525 달러: 곡물
생산 다양화를 위한 설비 구매.

•
•

커먼 핸즈 팜(Common Hands Farm, LLC.), 컬럼비아 카운티 - 16,288 달러:
곡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부지 설비 구매.
온 더 팜(On the Farm), 컬럼비아 카운티 - 15,750 달러: 건초 생산 가능량 증대를
위한 헛간 건설.

뉴욕주 중부 지역
•
•
•
•

엘리스 에이커스 팜(Elly's Acres Farm, LLC.), 오논다가 카운티 - 50,000 달러:
양농장 운영 확대를 위한 설비 구매.
선스윅 팜(Sunswick Farm), 카유가 카운티 - 50,000 달러: 꿀 생산 증대를 위한
구조물 건설.
카유가 뷰 팜(Cayuga View Farm), 카유가 카운티 - 25,500 달러: 건초 품질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한 헛간 건설.
쉐어드 루츠 팜(Shared Roots Farm, LLC.), 코틀랜드 카운티 - 20,778 달러:
냉장 창고 및 채소 농장 운영 확대를 위한 설비 구매.

핑거 레이크스
•
•
•
•
•
•
•
•

플라워웰(Flowerwell, LLC.), 먼로 카운티 - 50,000 달러: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규 프로세싱 건물 건설.
파이어 크릭 팜스(Fire Creek Farms), 리빙스턴 카운티 - 50,000 달러: 건초 생산
증대를 위한 설비 구매 및 헛간 건축.
프레스턴스 팜스(Preston's Farms), 올리언스 카운티 - 50,000 달러: 생산 에이커
확대를 위해 부지 설비, 나무, 물품 구매.
스트릭랜드 팜스(Strickland Farms), 웨인 카운티 - 50,000 달러: 설비 및 상점
사과 보호를 위한 헛간 건설.
로빈슨 패밀리 팜스(Robinson Family Farms, LLC.), 웨인 카운티 - 49,990 달러:
농장 양육실 건설과 운영 확대를 위한 대목, 도구, 설비 구매.
보니 캐슬 팜스(Bonnie Castle Farms, LLC.), 웨인 카운티 - 36,267 달러: 과일
생산 개선을 위한 부지 설비 구매.
윌리엄 앤 에밀리 스미스(William & Emily Smith), 웨인 카운티 - 33,810 달러:
더욱 효율적인 가축 관리 및 분뇨 처리를 위한 가축 헛간 건설.
밸리 뷰 데본스(Valley View Devons), 리빙스턴 카운티 - 28,651 달러: 건초 보관
및 가축 사료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 구매와 이동식 보관 시설 추가.

롱 아일랜드
•

스테인 시푸드(Stein Seafoods, LLC.), 서퍽 카운티 - 38,710 달러: 굴 생산량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설비 구매.

미드-허드슨 밸리

•

•
•

로즈 힐 팜, 1798(Rose Hill Farm, 1798), 더치스 카운티 - 21,912 달러: 사이더
생산에 사용되는 가용 과일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과나무 심기 및 격자 구조물
시스템 설치.
그레이프 할로우 팜(Grape Hollow Farm), 더치스 카운티 - 21,356 달러: 생산
가능량 증대를 위한 온실과 과수원 인프라 확장.
롱 시즌 팜(Long Season Farm), 얼스터 카운티 – 17,136 달러: 생산량 증대와
농사 시즌 연장을 위한 설비 구매.

모호크 밸리
•
•
•

러빙 마마 팜(Lovin' Mama Farm), 몽고메리 카운티 - 22,560 달러: 생산량
증대와 농사 시즌 연장을 위한 온실, 설비, 물품 구매.
윈디 힐 고트 데어리(Windy Hill Goat Dairy), 옷세고 카운티 - 21,355 달러:
고품질 가축 수렵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구매.
마이클 비즈 허니 컴퍼니(Michael B’s Honey Co.), 오네이다 카운티 – 19,230
달러: 신속하게 꿀을 가공하기 위한 설비 구매.

노스 컨트리
•

노스 카운티 크리머리(North Country Creamery, LLC.), 에섹스 카운티 - 50,000
달러: 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가공 설비 구매.

서던 티어
•
•

쿠폴라 리지 팜스(Cupola Ridge Farms, LLC.), 티오가 카운티 - 49,150 달러:
가축 및 건초 보관을 위한 헛간 건축, 설비 구매.
베리 브룩 팜(Berry Brook Farm, LLC.), 델라웨어 카운티 - 16,500 달러: 생산
증대를 위한 온실 건설 및 냉장 창고 증설.

뉴욕주 서부 지역
•
•

맥콜럼 오챠드(McCollum Orchards, LLC.), 나이아가라 카운티 - 29,411 달러:
생산 증대를 위한 온실 건축, 세척/포장대 리노베이션, 설비 및 물품 구매.
메이어스 홈그로운(Meyer's Homegrown, LLC.), 이리 카운티 - 27,802 달러:
생산 증대를 위한 설비 구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농부들에게 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는 뉴욕주의 전략적 지원은 뉴욕주 전역의 농업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State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농부들을 지원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미래 농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농장은
운영을 확대하고 더욱 강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Jen Metzg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부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입니다. 우리가 차세대 농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 농업의 미래와 우리의 시골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온건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우 틸 방식을 활용해 연중
신선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롱 시즌 팜(Long Season Farm)의 Sam과 Erin, 또는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주해서 가정을 일군 베리 브룩(Berry Brook)의 Patrick과
Eleanor 등 신규 농부들은 매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은 지역
소비자와 레스토랑에 다양한 유기농 상품을 공급하여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업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신규 농부 지원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이들의
사업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왔습니다.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은 올해 예산에서 큰 규모를 차지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팜랜드(Farmland for a New Generation)와 지역 네비게이터(Regional Navigator)
프로그램 등 기타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신규 농부에 대한 지원은 뉴욕의 농업
유산이 계속 강력하게 지속되도록 보장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의해서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을 운영합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농업 생산을 증대
혹은 다양화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 상세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서의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기금들로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 퍼센트까지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나머지 50 퍼센트는 수령 농장이 조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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