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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농장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 발표 

 

환경 계획을 시행하는 농장들을 지원하는데 사용 가능한 150만 달러 

 

식품 취급관행에 대한 필수적인 감사를 위해 제공하는 1,000 달러의 상환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뉴욕주의 과일 및 채소 재배 영농인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영농환경 관리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AEM) 계획을 농장들이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150만 달러의 기금이 사용 가능하며, 안전식품 취급관행에 

대한 제 삼자 감사에 참여하는 재배업체를 위해 최고 1,000 달러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영농인들은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을 받기 위해 우수 

농업관행 및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 기금으로 

농장들이 이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장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주 재배 및 인증 프로그램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program)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행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 기금으로 더 많은 영농인들이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자체 농산물을 인증하며,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많은 기회를 접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8월에 시작된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참여한 생산자들이 우수 농업 관행을 채택하고 환경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이 사는 식품이 현지에서 높은 기준에 따라 

재배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의 감사를 위한 상환금 

 

미국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를 통해 관리되는 뉴욕주 

농업시장부 우수 농업관행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프로그램은 재배 및 수확에서부터 포장 및 취급까지 

농장에서 사용되는 식품 취급관행이 안전한지 검증합니다.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USDA) 규정에 따라 농산물 오염 및 

식품매개 질병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운영의 필수 단계를 시행한 신선한 과일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launches-new-york-state-grown-certified-food-program


및 채소 농장을 인증합니다.  

 

미국 농무부 특수작물 정액 보조금 (USDA Specialty Crop Block Grant)을 통해서 뉴욕주 

농업시장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감사를 위해 농장들에게 1,000 달러의 상환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과정 및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벌써 지난해의 총 감사 건수를 초과하여 2016년 현재까지 234건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인 영농인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분야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대학교는 생산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해 배우며, 제 삼자 감사 이전에 

안전식품취급 농장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년 내내 온라인 과정 및 직접 

대면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교육 기회 및 가입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 관리계획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을 위한 기금 

 

주지사는 오늘, 또한 과일, 채소, 기타 특수작물 재배자가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환경 관리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계획의 시행을 위해 150만 달러의 기금이 사용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환경 관리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계획의 시행을 위한 기금이 

환경보호기금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제공됩니다.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으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특수작물 농장을 지원하는 것은 수질 및 토양의 

질을 포함한 뉴욕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지구 (New York’s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는 영농인들을 대신하여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최대 지원금은 5만 달러입니다. 프로젝트 자격 정보 및 제안 요청 (Request 

for Proposals)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2017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재배업자, 구매자, 소비자를 위한 혜택 

 

재배자의 경우, 농업환경 관리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및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프로그램 기준에 

부합하는 뉴욕주 생산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주요 마케팅 캠페인을 포함하여 특히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대한 접속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들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며,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하여 도소매 및 

기관 구매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동영상, 판매 자료와 같은 판매중인 상품 

표시와 홍보 자료를 포함합니다. 소비자 광고와 소매 판촉 활동을 올해 가을에 

시작합니다.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프로그램은 또한 재배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학교 지구에 판매해야하는 농장에서 학교까지 (Farm to 

http://www.agriculture.ny.gov/gap
http://gaps.cornell.edu/
http://www.agriculture.ny.gov/RFPS.html
http://certified.ny.gov/
https://youtu.be/LrNmWAF51Cc


School) 조달 시범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식품 안전 

현대화 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잠재적인 규제에 대해서 농장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수 농업관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프로그램은 또한 구매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장에서 인증받은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의 비용이 많이 들며 

또한 소비자의 신뢰 및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식품안전리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농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었다는 확신을 찾고 있습니다. 

 

Ball 뉴욕주 농업 (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수 농업관행 

(GAP) 인증 프로그램은 우리 재배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표준화된 안전식품 

취급관행에 중점을 두도록 보장합니다. 이 표준들은 식품 공급망의 모든 지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 관리 (AEM) 

프로그램은 우리 재배자들이 우리 주의 귀중한 천연자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우수 농업관행 (GAP) 인증을 받고 영농환경 

관리 (AEM)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재배자들은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이 프로그램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고 

재배되는 식품에 대해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우리 생산자들을 시장에 

광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자주,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재배되고 생산된 농산물을 

사고자 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영농인들을 위한 시장을 확대하고 현지의 고품질 

식품을 사람들이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의 선도 산업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할동으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셔서 저는 주지사님과 커미셔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인 Bill Mag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농환경 관리 (AEM) 프로그램 개념 및 우수 농업관행 (GAP) 

인증에 대한 교육은 뉴욕 농장들이 우수한 농업 및 환경 관행들을 이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상표는 뉴욕주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농장을 비옥하게 하며, 뉴욕주 지역 농산물 사기 운동 

(NY buy local movement)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를 통해서 우리 영농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Kathryn J. Boor 코넬 대학교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의 Ronald P. Lynch De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미 우수 농업관행 

(National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인증 프로그램 및 ‘더 좋은 식물, 지속가능한 

재배 (better plants, sustainably grown)’ 방법을 개발하는 통합 식물학 학교 (School of 



Integrative Plant Science)의 본거지로서, 현재 뉴욕주 재배 및 인증 (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인증받고자 하는 과일 및 채소 

재배자들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자원 할당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은 우수 

농업관행 (GAP) 인증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학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영농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돕는 대면 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농산물 

안전 교육을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Dean Norton 뉴욕주 농장 사무국 (New York Farm Bureau)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영농인들은 자신들이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에 기울이는 품질과 안전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이것은 영농인들이 환경을 책임지는 우수한 책임자들이 되도록 

협력하며 현재 가동중인 추가 안전식품 취급 프로토콜이 갖추어진 영농환경 관리 (AEM) 

프로그램 및 우수 농업관행 (GAP)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포함합니다. 뉴욕주가 

이 가치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추가 조치들은 

영농인들에게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신선한 현지 식품을 위해서 뉴욕주의 가족 농장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 

 

Dale Stein 뉴욕주 토양 및 수자원 보존위원회 (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농환경 관리 (AEM) 

프로그램은 농장에 대한 환경 문제를 파악하며 그에 관련된 우려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뉴욕주의 모든 농장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그 농장들을 

위한 영농환경 관리 (AEM) 프로그램 계획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가능한 150만 달러를 

사용해서, 수백 곳의 농장들이 환경적으로 더욱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우수 농업관행 

(GAP)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식품이 뉴욕주가 

원산지일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농장들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있는 

농장들에 의해 재배되었다는 점을 잘 알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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