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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영농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상 최초의 산업용 대마 회의 

(INDUSTRIAL HEMP SUMMIT) 소집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된 몇 가지 조치 및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에 따라 발급된 여섯 건의 신규 연구 허가 

 

2018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State Budget)의 일환으로 통과된 산업용 

대마 연구 허가 건수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주지사의 제안 

 

서던 티어 부흥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Southern Tier Soar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성장하는 농업에 주력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회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업용 대마 회의 동영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 부흥 경제 활성화 계획 (Southern Tier 

Soaring Economic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성장하는 영농산업에 

대한 추진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타카에서 사상 최초로 뉴욕주 산업용 대마 회의 (New 

York State Industrial Hemp Summit)를 소집했습니다. 영농인, 연구자, 산업계 리더들은 

뉴욕주에서 산업 대마용 연구를 통해 산업 성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주정부 공무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결과로, 연구를 

확대하고 규제 요건을 간소화하며 이 신흥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대화를 지속하여 

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용 대마는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뉴욕주 전 지역 농장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벽들을 제거하고 기업과 농장 양쪽 모두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여 뉴욕은 이 지역과 우리 주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이 신흥 작물을 활용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뉴욕주의 영농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Cuomo 주지사님 공약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산업용 대마의 수없이 많은 유망한 응용 분야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례없는 혁신 가능성은 진실로 무궁무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_1AD2yqpg&feature=youtu.be


이타카의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서 열린 이 회의는 뉴욕의 대마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영농계, 연구계, 비즈니스계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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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마 연구 허가증 발급  

이전에는 주정부의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 (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이 고등 교육 기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 시범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체들을 포함시키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여섯 곳의 

개인 농장 및 기업체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대마 연구 현장의 총 수를 10 곳으로 확대한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뉴욕, 로체스터의 21세기 대마 및 로체스터 공과 대학 (21st Century Hemp and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IT) 

• 뉴욕, 고셴의 카발라로 농장 (Cavallaro Farms)  

• 뉴욕, 이튼의 제이디 농장 (JD Farms)  

• 뉴욕, 허드슨의 올드 머드 크리크 농장 (Old Mud Creek Farm)  

• 뉴욕, 버펄로의 플랜트 사이언스 실험실 (Plant Science Labs)  

• 뉴욕, 엘리스버그의 프리프로세스 (PreProcess) 

국제적인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마약 단속국 (Drug Enforcement Agency, DEA) 허가 

모색 

종자를 수입하는 것은 뉴욕주 대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종자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 마약 단속국 (US Drug Enforcement Agency, DEA)의 허가를 모색하고 

국제적인 수입을 위한 종자 유통 사이트를 설립하는 것 외에도, 뉴욕주 농업시장부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대마 종자를 얻는데 필요한 연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의 연구 확대  

제네바 소재 코넬 (Cornell)의 농업 시험장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토양과 뉴욕주 전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대마의 성장 다양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40만 달러를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시험장에서는 또한 발아 및 잡초로 인한 오염에 대한 대마 종자의 품질도 

평가하게 됩니다. 

 

대마 기술팀 (Hemp Technical Team) 설립  

주정부는 농업시장부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연락담당관 한 명과 

해당 분야의 코넬 협동 확장 교육자 세 명으로 구성된 대마 기술팀 (Hemp Technical 

Team)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대마 검사 증가 

뉴욕주 농업시장부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항정신성 대마초 

성분 (Tetrahydrocannabinol, THC)을 위해 산업용 대마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이 추가 실험실의 생산 능력을 통해 뉴욕 대마 

종자 및 기타 제품들이 다른 주들에서 확실히 받아들여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또한 이 작물은 0.3 퍼센트 이하의 수용 가능한 항정신성 대마초 성분 (THC) 수준을 

지켜서 농업생산부 직원들, 재배자들, 연구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마 실무 그룹 (Hemp Working Group) 결성  

이 실무 그룹은 뉴욕주에서 대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파트너, 주요 산업계 회원, 

기타 주 기관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실무 그룹은 관계를 구축하고, 최상의 경영 관행 

및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해 관계자 참여  

뉴욕주 농업시장부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시범 프로그램 

(Pilot Program) 규정 및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개정에 대한 영농인, 연구자, 업계 

리더들의 대중적인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시장부는 교육 기관들이 수행한 

연구의 감독을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경을 제안할 것입니다. 

 

산업용 대마 산업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방 정책 지지 

업계 전문가와 연구원들의 토론 결과, 주지사의 워싱턴 디시 사무소는 대마를 농산물로 

복원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산업용 대마 회의 (Industrial Hemp Summit)는 뉴욕주에서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의 수를 제한하는 상한선을 제거한 2017 년 시정방침 연설 (2017 

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주지사가 제안하여 처음으로 신규 통과된 법안의 뒤를 

따릅니다. 이 법안은 최대 10 곳의 교육 기관, 농장, 기업체 등이 이 식물을 재배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6 년 뉴욕주 산업용 대마 농업 연구 시범 프로그램 (2016 

New York State Industrial Hemp Agricultural Research Pilot Program)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서던 티어를 위한 

최고의 경제적 원동력 중 한가지로 확인된 농업을 통해, 이 대마 회의는 대마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지원합니다.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님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우리의 농업 경제를 다변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Cuomo 주지사님 및 그의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회의를 서던 티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tty Ritchie 상원 농업 위원회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업의 지속적인 성공은 우리 주의 근면한 영농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연결시켜 드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오늘의 회의를 주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영농인들이 사업 운영을 다각화해서 사업을 강화하여 뉴욕의 선도 산업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뉴욕이 이 

다목적 작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활기찬 대마 산업을 확립하는 방법들을 탐색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대마 산업은 특히 동북 지역에서 

우리주에게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농부에서 생산자를 거쳐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경제적 성공을 위해 확실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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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기 동안 대마는 우리의 천연 자원과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 농장의 대들보였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대마의 부흥을 선도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산업용 대마 연구를 인도하고 우리의 영농인, 연구원, 사업체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과 주 의회의 

지도력에 감사드립니다.” 

 

David Fisher 뉴욕주 농장사무국 (New York Farm Bureau)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 연구는 우리 농장이 농업에서 직면하는 모든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있는 도구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에서 농업을 위한 잠재적인 경제 발전을 활용하는 

주정부의 산업용 대마 프로그램의 확대가 포함됩니다. 영농인들에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작물을 제배하도록 만드는 능력은 우리 회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 (New York Farm Bureau)은 이 계획에 대해 주지사님과 주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Ronald P. Lynch 학장의 후계자인 Kathryn J. Boor 농업 생명과학 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소개할 경우 

재배자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영농 

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합 식물과학 학교 (School of Integrative Plant Science)의 

코넬 (Cornell) 연구원들은 뉴욕 영농인들이 산업용 대마를 우리의 역동적인 바이오 

경제에 의미있는 추가 작물로 만들 필요가 있는 해결책들을 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과학적 발견을 현장에 직접 제공하는 코넬 협동 확장 네트워크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network)에서 발견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과 협력하여 산업용 대마를 

뉴욕 농업의 실현 가능하고 번영하는 부분으로 만들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대마는 2015년에 거의 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전체 주들의 신흥 

농작물입니다. 대마의 줄기와 씨앗은 모두 의류, 건축 자재, 연료, 종이, 기타 소비재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대마는 

항정신성 대마초 성분 (THC)이 0.3퍼센트 이하입니다. 뉴욕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및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농장 법안 (U.S. Farm Bill)은 농업부서들이나 법으로 승인된 주들의 고등 



교육 기관들의 연구를 위한 대마 재배를 합법화했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과 Tom O’Mara 상원의원이 뉴욕주의 시범 프로그램을 만든 법안을 

후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5년 12월에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농업부는 

2016년 1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산업용 대마 연구로 10 건 

모두 허가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와 뉴욕 주립 대학교 

모리스빌 (SUNY Morrisville)은 2016 년에 연구 허가를 발급 받았습니다. 2017 년 3 월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 설리번 (SUNY Sullivan)과 빙엄턴 대학교 

(Binghamton University)가 대마 재배 및 연구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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