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와 입법부 대표들, 2020년 시행 예산에 뉴욕 재배 농산물의 접근 확대를 

위한 600만 달러 이상 예산 포함 발표  

  

뉴욕의 식음료 생산자의 홍보 지속 및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연결 확대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및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의 

성공 구축  

  

  

Andrew M. Cuomo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 및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오늘, 2020년 회계연도 시행 예산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농산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620만 달러 예산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2019년 예산에서 40만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뉴욕주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다양한 식음료를 홍보하며, 뉴욕 

주민과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또한 농업 비점 오염원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 

Program)과 같은 핵심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업 마케팅 프로그램은 우리의 재배자와 

식품 생산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국내산, 지역 제품들을 홍보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농부들과 식음료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연결하고 그들의 

사업과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판매를 늘리는데 핵심이 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농업 산업의 

본거지입니다. 상원 다수당은 우리 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상식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의장인 Jen 

Metzger 상원에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상원 다수당은 

뉴욕주의 농업과 농촌 체험 관광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장이 된 후 매년, 뉴욕주 전역을 

여행하고 뉴욕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롱아일랜드의 강둑에서부터 레이크 이리의 해안까지, 뉴욕은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식음료를 생산합니다. 이번 예산으로 뉴욕주의 농업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의 

재배자와 식음료 생산자들이 그들의 놀라운 제품을 선보이도록 해주는 투자를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최고로 꼽히는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책임지고 있는 농업은 우리 주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금은 

농부들과 생산자가 뉴욕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제품을 홍보하는 데 계속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배 인증(Grown & Certified),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같은 

프로그램을 성장시키고 뉴욕주 전역에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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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과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의 기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자는 참여자들의 매출 증가와 시장에서의 가시성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농부들과 지역 식음료 사업주들을 뉴욕주의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s)와 주 전역의 수백 개의 소매점과 농산물 시장 및 전국의 유명한 

무역 박람회에서 계속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2013년의 개설 이후,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1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17년에는 1,610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으로 홍보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 

및 기업은 더욱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갔고,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운영 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의 식음료 사업은 또한 제품에 

뉴욕주 재배 농산물을 사용하여 뉴욕주 농부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노스 컨트리, 애디론댁, 핑거 레이크스, 뉴욕 서부지역, 허드슨 밸리/캐츠킬 및 

주도 지역의 웰컴 센터(Welcome Centers)에서 6개의 새로운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s)이 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에 농업부는 또한 다른 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러큐스 핸콕 국제 공항, 그레이터 로체스터 공항, 플래츠버그 국제 공항 및 

엘마이라 코닝 지역 공항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공항과 5곳의 새로 활성화된 기차역에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농업부는 뉴욕주 농장 및 식음료 업체를 

기관, 소매점, 레스토랑, 바 및 유통업체의 구매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간의(Business-to-Business)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네트워킹 행사 5개를 

주최했습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재배되거나 생산된 지역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성장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2016년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일과 채소에서부터 유제품과 단풍나무까지 높은 식품 

안전 및 환경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뉴욕주의 생산업체들을 인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품 라벨, 홍보 자료 및 판매 자료를 포함하는 마케팅 캠페인으로 지원됩니다.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은 또한 2018년에 몇몇 인쇄 출판물과 텔레비전 및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후원했습니다. 현재 2,450개 이상의 생산자들이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53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대표합니다. 또한, 13개의 대형 소매점과 유통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680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참여자들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의장인 Jen Metz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의장으로서, 테이스트 

뉴욕(Taste NY)과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이 2019-2020년 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뉴욕의 주로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 재배하고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기후 복원을 위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을 위한 450만 달러와 탄소 농업 파일럿 프로그램(Carbon Farming Pilot 

Program)을 위한 40만 달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 환경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농업 지역사회는 기후의 영향을 받는 최전선에 있으며, 온실 

가스 배출을 해결하고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원 농업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griculture)의 의장인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 마케팅에 대한 헌신은 뉴욕 생산자에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주도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재배된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이는 또한 뉴욕 재배자들과 

생산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많은 장소에서 선보일 수 있게 하는 자부심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지역 농산물 시장과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상점에서 동료 뉴욕 주민들이 만든 

고품질의 식품을 구매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의 할당된 자금과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 

Certified)에 대한 지원 외에도, 2020년 시행 예산은 교육, 연구 및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춘 핵심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총 3,320만 달러의 지역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이 예산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농지 보호(Farmland Protection)를 위한 1,800만 달러, 농업 비점 오염원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 Program)을 위한 1,800만 

달러,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지구(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를 위한 1,050만 

달러 및 기후 복구 농장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s Program)을 위한 450만 



 

 

달러를 포함하는 농업 환경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합니다. 2020년 시행 예산에는 또한 

뉴욕주 박람회(New York State Fair) 자금 기금을 위한 25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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