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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입법부 대표들과 함께 뉴욕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한 3,320만
달러의 지역 지원을 포함하는 2020년 제정 예산 발표

자금은 중요한 연구, 기술 지원, 프로모션, 교육 프로그램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와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 및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위원장은 오늘 뉴욕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한 3,320만 달러의 지역
지원을 포함하는 2020년 회계연도 제정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특화된 기술
지원, 연구, 농업 경제 발전 및 프로모션, 농업 접근성, 교육, 노동력 프로그래밍을 지원에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주의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자
수많은 지역사회의 기반입니다. 이 자금은 산업의 중요한 부문에 투입되어 성장을 독려
및 지원하는 한편, 다음 세대에 판매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상품과 농장을 지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농업
산업의 본거지입니다. 상원 다수당은 뉴욕주를 통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탱할 수 있는
상식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Jen Metzger 상원의원에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상원 다수당은 뉴욕주의 농업과 농촌 체험 관광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역 및 주 정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례 뉴욕주 투어 동안, 저는 뉴욕
농업의 질과 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및 경제에 있어 농업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예산에서 우리는 우리 농업 공동체의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 지원에 수백만 달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Donna Lupardo
농업 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다수당은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우리의 농업
종사자들이 그들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의 굳건한 농업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은 뉴욕 주민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는 지역 농업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촉진을 통해 판매를 증가시키고 주
전역의 우리 농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대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주지사는 뉴욕의 농업 산업에 대한 역사적인 규모의 2,950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 예산(Executive Budget)에서 8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입법부는 최종 2019-20년 제정 예산의 몇몇 부문에서 추가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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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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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농업(Agriculture in the Classroom), 미래의 미국 농부(Future Farmers of
America), 코넬 대학교 농장 노동 전문가(Cornell University Farm Labor
Specialist), 프로 데어리(Pro-Dairy) 등 코넬 대학교 교육 및 지원(Cornell
University Education and Outreach) 프로그램에 408만 8,000달러
베리, 꿀벌, 단풍, 양파, 채소, 하드 사이더, 콩코드 포도(Concord grape), 홉, 보리
등 부문에 대한 코넬 대학교 연구 및 개발(Cornell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에 155만 5,000달러
테이스트 뉴욕(Taste NY), 그로우 뉴욕(Grow NY), 뉴욕주 양조자 연합(NYS
Brewers Association), 뉴욕주 사이더 연합(NYS Cider Association), 뉴욕주
증류자 길드(NYS Distillers Guild),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Y Wine and Grape
Foundation), 뉴욕 크리스마스 트리 농부 연합(NY Christmas Tree Farmers
Association), 뉴욕주 사과 연합(NYS Apple Association), 뉴욕주 단풍
생산자(NYS Maple Producers) 등 농업 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프로그램에 588만 7,000달러
팜투스쿨(Farm-to-School)에 750,000달러, 뉴욕 농업 의약품 및 건강 센터(New
York Center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Health)가 운영하는 트랙터 롤오버
프로그램(Tractor Rollover Program)에 250,000달러, 아동 조기 교육 및 뉴욕주
전역의 농업 종사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업 아동 개발
센터(Agribusiness Child Development centers)에 927만 5,000달러 등 농업 접근
및 교육(Ag Access and Education) 프로그램에 1,090만 달러
동물 보건 개선을 위해 랩 테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넬 대학교 동물 건강 진단
센터(Cornell University Animal Health Diagnostic Center)에 765만 5,000달러
농업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팜 바이어빌리티 인스티튜트(Farm
Viability Institute)에 203만 5,000달러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Jen Metz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뉴욕주 예산은 뉴욕의 경제가 강력하고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농업 연구, 농장 보존, 팜투스쿨,
뉴욕산 제품의 프로모션 등 부문에 상관없이, 이러한 투자는 우리 농업 경제 건강과 환경,
우리의 장기적 식품 안전성에 중요합니다."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Donna Lupardo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적 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은 예산
과정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 주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연구, 교육, 마케팅, 개발에
대한 지원은 생산자들이 파종에서 수확,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 핵심적입니다. 관련된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인해 뉴욕주의 농업
경제가 이처럼 탄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행운입니다. 이 부분의 성장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지역 지원 자금은 핵심적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19-20 제정 예산(Enacted
2019-20 Budget)에는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등 마케팅 및 프로모션 프로그램 지원에
추가 자금 투입을 비롯해 뉴욕주 페어(New York State Fair)에 추가 자본 자금 25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예산은 또한 핵심적 농업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서 3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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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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