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상 최초의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CONCORD GRAPE SUMMIT) 발표  

  

웨스턴 뉴욕의 농업 연구, 신제품 개발, 포도원 개선 공사 등을 포함하여 콩코드 포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 회의 동영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활성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제 1회 뉴욕주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 (New York State Concord 

Grape Summit)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농인, 연구자, 산업계 리더들은 뉴욕주의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를 위해 이 산업 성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논의할 

수 있도록 주정부 공무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연구 확대, 

신제품에 대한 투자, 새로운 시장 개발, 이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및 판촉 

프로그램 확대 등 업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은 뉴욕주의 

다양한 농업을 대표합니다.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와 가공업체 모두에게 연구와 마케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이 지역과 뉴욕주 전 지역에서 농업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오늘, 미국 동부의 콩코드 포도 재배 중심지인 셔터쿼 카운티의 

그레이프 디스커버리 센터(Grape Discovery Center)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카운티인 셔터쿼 카운티를 평생 

방문한 사람으로서, 그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콩코드 포도 재배 지역이라는 사실에 

지역적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크 이리(Lake Erie) 전역의 

호수가에 재배되는 콩코드 포도는 뉴욕주의 다양한 농업 환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지사님과 저는 뉴욕주 전 지역의 포도 산업과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 연구자, 업계 리더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제 웨스턴 뉴욕 바로 여기의 포도 벨트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k-qoWnO_27Y


 

 

뉴욕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콩코드 포도 생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레이크 이리 콩코드 

벨트(Lake Erie Concord Belt)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최대 규모의 콩코드 포도 

재배 지역입니다. 약 3만 에이커 규모의 포도원들이 대다수 이 벨트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재배 면적은 18,000 에이커가 넘습니다. 콩코드 품종은 포도 주스, 

젤리, 마멀레이드, 와인 등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많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은 뉴욕주 경제와 그 밖의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도움을 받아 레이크 이리 콩코드 그레이프 벨트 유산 협회(Lake Erie 

Concord Grape Belt Heritage Association)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콩코드 포도 

벨트 재배업체들은 3만 에이커의 포도원에서 콩코드 포도를 15만 톤 이상 재배합니다. 

수십 종류의 부가 가치 제품들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미국 전 지역에서 판매되고 전 

세계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도 재배, 가공, 와인 양조 등과 같은 포도 

관련 생산 활동을 통해 약 2,000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총 경제적 효과는 3억 4,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뉴욕의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들은 주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와 포도 

가격을 낮춘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스와 젤리 생산 사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 중단이나 생산 감소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2018-19 년 시정 방침(2018-19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처음 발표된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Concord Grape Summit)는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을 

활성화하고 주정부의 농업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농업, 연구, 업체의 리더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농장과 기업이 이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혁신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선행 연구  

  

•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 웰치스 (Welch's) 사이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와인에 포도 주스를 혼합하여 중성 혼합 주스를 만들기 위한 변성 콩코드 주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합니다.  

• 질병없는 종자 재고 확보를 위한 포도나무 인증 프로그램(Vine Certification 

Program)과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의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 콩코드 종자를 이용한 식품 과학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 3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육종 프로그램(Breeding Program)은 콩코드의 

색상을 지닌 씨가 없고 달콤한 생식용 포도인 NY 98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품과 시장 개발  

  



 

 

주정부가 콩코드 포도로 만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를 새로운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투자할 몇가지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콩코드 포도와 포도 주스를 이용하여 뉴욕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뉴욕주 포도 경연 대회(Grape State of NY 

Competition)”를 주최합니다.  

• 새로운 콩코드 마케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0만 달러 규모의 시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Market Development Grants Program)을 출범시킵니다.  

• 시카고, 올랜도, 뉴욕시 등지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포함하여 국내 및 국제 무역 

박람회에서 포도 산업의 대표성을 신장시킵니다.  

• 수출 기회와 마케팅 지원에 관한 두 번의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포도 주스의 제도적인 구매 방식에 주력합니다.  

  

포도원 개선 프로그램  

  

뉴욕주는 콩코드 재배업체들이 포도원을 개보수하고 새 포도 나무를 재배하여 포도원 

운영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1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포도 마케팅 및 홍보 프로그램 확대  

  

• 콩코드가 포함된 독특한 뉴욕 수제 주류를 개발하기 위해, 와인 제조업체들이 

도전하는 주지사배 와인 대회(Governor's Cup)에 새로운 브랜디 경연 

대회(Brandy Competition)를 추가하여 출범시킵니다.  

• 테이스트 뉴욕 웰컴 센터(Taste NY Welcome Center)에서 콩코드 포도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 박람회의 테이스트 뉴욕 마켓플레이스(Taste NY Marketplace)에 다양한 포도 

공급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York State 

Fair)에서 “포도의 날(It's a Grape Day)” 행사를 개최합니다.  

• 포도 주스와 와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뉴욕주 재배 인증 프로그램(NYS Grown & 

Certified program)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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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농촌 지역사회와 포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이 전문 작물 생산에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경우 항상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포도원 재배업체들이 최근의 추세를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이 중요한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오늘의 전문가 

회의 테이블에서 훌륭하신 파트너들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파운데이션(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의 Sam 

Fill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콩코드 포도 산업은 뉴욕주의 농업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와인 앤 그레이프 파운데이션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은 콩코드 포도가 뉴욕 농부들이 재배하여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도 제품 

생산업체와 포도 관련 비즈니스에 필요한 연구 및 자원에 투자함으로써, 뉴욕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콩코드 포도 생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고품질 재배업체를 

홍보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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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세계의 콩코드 포도 수도(Concord Grape Capital)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코드 포도는 농업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산업계 동향은 재배업체와 생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번의 전문가 회의는 코넬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우리 농업 부문의 핵심 구성 

요소의 강화를 돕고, 성장과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농부들을 도울 것입니다.”  

  

Catharine Young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상원의원 지역구 내에 

위치한 레이크 이리 콩코드 그레이프 벨트(Lake Erie Concord Grape Belt)는 우리 지역 

농업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근면한 농가 수백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넬 (Cornell)의 농업 연구원들이 새로운 포도 기반 제품 개발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주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가치 있는 

전문가 회의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산업계의 더 강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대화에 파트너들을 폭 넓게 참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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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Concord Grape 

Summit)는 재배자, 선출직 공무원, 산업계 리더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여, 콩코드 포도 

재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소비자 취향의 변화와 업계 발전도에 따라 

논의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는 이 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여, 이 작물에 대한 추가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농부들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계속 농사를 

짓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00 곳이 넘는 농장이 재배 

면적 236,000 에이커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 이곳의 농업은 셔터쿼 카운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의 콩코드 포도 생산은 연간 판매액이 2,000만 달러 이상으로 

뉴욕주에서는 1 위, 전국에서는 13 위입니다. 우리 카운티를 위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력 산업을 지원하고,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Concord Grape Summit)에 참석해서 

이 회의를 주최해 주신 리더십에 대해 Hochul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셔터쿼 카운티의 George Borrello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과 

콩코드 포도 산업은 셔터쿼 카운티의 경제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콩코드 포도를 공급해 온 제 가족을 

비롯한 수 많은 세대의 포도 재배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ALS)의 Kathryn J. Boor 로널드 피. 린치 학장(Ronald P. Lynch 

De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ornell CALS)과 

우리의 협력 확장 시스템(Cooperative Extension system)은 수확량 향상, 새로운 수확 

기술 적용, 로봇 공학과 드론 사용과 같은 정밀 농업 기술의 적용을 개척하기 위해 

콩코드 포도 재배자들과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웨스턴 뉴욕의 포도 재배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한 Cuomo 주지사님의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뉴욕주의 무상 토지 불하 기관(Land Grant 

institution)에서 보았 듯이, 농산물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면 신제품 및 새로운 시장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를 수반해야 합니다. Catharine Young 뉴욕주 상원의원님과 Andy 

Goodell 뉴욕주 하원의원님의 리더십으로, 최근에 제정된 주정부 예산에는 

웰치스(Welch's)에서 현지 포도주 양조장에 이르기까지, 콩코드 포도 주스 제품 

제조사들이 이러한 맛있고 건강한 지역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금이 포함되어 매우 기쁩니다.” 

  

콩코드 그레이프 벨트 유산 협회(Concord Grape Belt Heritage Association)의 

Patricia Hathaway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코드 그레이프 벨트 유산 협회 

(Concord Grape Belt Heritage Association)는 뉴욕주 제 1회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Concord Grape Summit)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포도 디스커버리 센터(The Grape Discovery Center)는 사람들이 콩코드 

포도 제품의 훌륭한 맛을 보거나 콩코드 포도의 역사와 이점을 배우고, 다양한 포도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잘 자라는 지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작물로 만든 모든 위대한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웰치스(Welch's)의 최고 운영 책임자 겸 회계 담당관인 Brent Roggie 총괄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코드 포도 산업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4 가지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의 100 퍼센트 주스 수요 감소로 인해 재배자들의 

판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많은 재배자들이 여러 세대 동안 농업에 종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지막 세대가 아님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콩코드 포도는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 식품의 일부로 포함될 

경우, 콩코드 포도로 만든 100 퍼센트 주스가 매일 권장 과일 섭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콩코드 포도를 모든 사람의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업계는 콩코드 포도 전문가 회의(Concord Grape Summit)에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콩코드 포도 재배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활발하게 

팔리는 상품으로 유지되려면 홍보, 연구, 신제품, 가공 기회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회의는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정부, 

기업, 농가 지역사회가 업계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포도 재배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영양 협회(School Nutrition Association)의 Mark Bordeau 식품 서비스 담당 

선입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학교 영양 프로그램(New York State School 

Nutrition program)은 주정부 전문가 회의의 일부가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뉴욕 

수확 포도 주스(New York Harvested Grape Juice)와 같은 영양가 있는 제품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농업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건전한 영양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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