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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의뉴욕의뉴욕의뉴욕의 특수특수특수특수 작물작물작물작물 및및및및 와인와인와인와인, 맥주맥주맥주맥주,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산업의산업의산업의산업의 홍보와홍보와홍보와홍보와 지원에지원에지원에지원에 1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연방연방연방연방 

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 제공한다고제공한다고제공한다고제공한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와인와인와인와인, 맥주맥주맥주맥주, 증류주증류주증류주증류주 서밋서밋서밋서밋 이후이후이후이후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음료산업음료산업음료산업음료산업 성장의성장의성장의성장의 지원을지원을지원을지원을 위해위해위해위해 R&D 기금으로기금으로기금으로기금으로 2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제공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연방 기금 중 1백만 달러를 뉴욕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과일 및 채소, 나무 열매, 묘목 작물을 포함한 특수작물의 

연구,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는 데, 여기에는 뉴욕주 와인, 맥주 및 증류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적 정부의 일환으로 뉴욕은 민간 부문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우리 주를 그리스 

요구르트에서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생산을 선도하는 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탄탄하고 다양한 농업 부문과 함께 이러한 자금 

지원은 우리 주가 급속히 발전하는 이들 산업 분야와 공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 

구석구석까지 경제 발전이 이뤄지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Cuomo 주지사의 와인, 맥주 및 증류주 서밋에서 업계 리더들은 주지사에게 

이곳 뉴욕에서 이 업계가 빠른 발전을 지속시키려면 보다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백만 달러 기금 중에서 20만 달러는 이러한 연구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뉴욕주 농무위원인 Darrel J. Auberti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행정부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주지사께서는 농업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의 농업 부문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번 기금은 우리 주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곳 뉴욕주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004년 12월, 특수작물 경쟁력 제고법 2004(Specialty Crops Competitiveness Act of 2004)가 미국 

농무부(USDA)의 승인을 얻어 특수작물 경쟁력 프로그램에 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쟁력 

프로그램으로는 연구, 홍보, 마케팅, 영양, 무역 증진, 식품 안전, 식품 보안, 식물 건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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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컬 식품을 사자(buy local)” 프로그램, 소비 증진, 혁신 증진, 효율성 개선 및 유통 비용 감소 

시스템, 환경 문제 및 보존, 제품 개발, 협동조합 개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특수작품 포괄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Madison County - $95,931 - 이 프로젝트는 홉 

재배업자들의 증가를 돕고 양조업체가 요구하는 질좋은 홉의 처리를 도와 양조업체가 

사용하는 뉴욕 홉의 양을 늘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Plant Pathology and Plant-Microbe Biology - $98,428 - 이 

프로젝트는 뉴욕 포도밭에서 재배되는 질병 테스트를 거친 포도나무의 양을 늘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Plant Pathology/Plant Microbe Biology - $100,000 -뉴욕 

채소의 역병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Plant Pathology and Plant Microbe Biology - $98,095 - 

살진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의 백분병균을 퇴치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 활용하여 

질병 관리 향상.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Suffolk County, Agricultural Stewardship Program - $63,359 

– Long Island의 해양성 기후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병충해집중관리(IPM) 프로그램 채택.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of Clinton County - $57,988 - 생산성 증대, 재배 시즌 연장, 

극단적인 기후로부터 농작물 보호, 병충해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최상의 관리 활동.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Plant Pathology and Plant-Microbe Biology - $98,225 - 

재배업자들의 관리 옵션을 개선하기 위한 뉴욕의  부란병 설문조사.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Entomology - $99,694 - SWD(Spotted Wing Drosophila)와 

관련된 위험 요소 평가를 포함한 SWD 관리.  

• Cornell University, School of Applied Economics and Management - $96,759 - 뉴욕주 

특수작물 농자의 현 노동 옵션 및 정책 검토.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Agriculture - $88,684 - 유기적인 환경 관리를 위한 잡초 

억제 잔디 개발.  

•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s of Entomology & Horticulture - $55,000 - 땅벌의 수분 

서비스를 활용한 신선 마켓 야채 농장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  

• Northeast Organic Farming Association of New York, Inc. (NOFA-NY) - $50,522 -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급 및 고급 유기농 및 지속 가능한 특수작물 재배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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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Charles Schum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 사과, 양파, 그리고 다수의 

특수작물들은 업스테이트와 Hudson Valley 농업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이 늘어날 것입니다. 올초에 발생했던 서리 피해와 지난해 

홍수로 뉴욕의 농장주들은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이들이 앞으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뉴욕의 역동적이고 

맛좋은 크래프트 양조 및 와인 생산 업계도 이러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 

주의 식음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 상원의원 Kirsten Gillibran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뉴욕을 위한 또 다른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특수작물, 크래프트 양조업체, 와이너리의 품질과 재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가 강화되고 뉴욕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Bill Owe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수작물은 Clinton 카운티와 뉴욕의 농업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이들 농장은 앞으로 성공할 모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수작물 생산업자, 이들의 좋은 보수 일자리, 그리고 이들 농장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폭넓은 경제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준 주지사의 지원에 갈채를 보냅니다.”  

 

미국 하원의원 Chris Gib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특수작물 농장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일은 미의회 농업위원회(House Agriculture 

Committee)에서 저의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뉴욕에는 다양한 가족 농장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보여주신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뉴욕 농업 지원에 주지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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