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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UOMO가가가가 전전전전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의주의주의주의 기업식기업식기업식기업식 농업을농업을농업을농업을 지원하기로지원하기로지원하기로지원하기로 한한한한 신규신규신규신규 귀농자귀농자귀농자귀농자 기금기금기금기금 수여수여수여수여 

수혜자의수혜자의수혜자의수혜자의 명단을명단을명단을명단을 발표함발표함발표함발표함 

 

기부금은기부금은기부금은기부금은 신규신규신규신규 취농자취농자취농자취농자 및및및및 초기초기초기초기 단계의단계의단계의단계의 농민을농민을농민을농민을 지원해지원해지원해지원해 주며주며주며주며 농업을농업을농업을농업을 진로로진로로진로로진로로 결정한결정한결정한결정한 것을것을것을것을 

격려함격려함격려함격려함 

 

주지사 Andrew M. Cuomo가 오늘 전 뉴욕 주의 신규 및 초기 단계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미화 610,000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신규 

귀농자 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2015년 예산으로 규정된 기금은 초기 단계의 

농민을 지원해 주고 농업을 진로로 선택할 것을 고려해 보고 뉴욕의 농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의 일부분이 되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농민들이 기금을 받으면 전 주의 

상업적 농장 운영에서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농업은 전 뉴욕 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오늘의 정부는 뉴욕 

농민의 차세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지사 Cuomo가 한 

말입니다. “초기 단계의 농민들은 기금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체 농장의 

미래 생산성을 증가하고 전 뉴욕 주의 장기적인 농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부에서는 농업 및 시장 부서와 협의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프로그램 신청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시범 

프로젝트 준비를 포함한 특정 기준에 기반하여 경쟁적으로 점수를 따게 됩니다. 기금은 

생산 확장, 농촌 건축, 장비 및 종자 구입 또는 효율을 높이고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와 같은 사항에 관련된 프로젝트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수혜자는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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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New York  

• H & H Meadows, Cattaraugus County: $43,219 

• Providence Creek Farm, Erie County: $15,104  

Southern Tier  

• Painted Goat Farm, Otsego County: $29,121 

• Mauer's Mountain Farms, Delaware County: $50,000  

Finger Lakes  

• Silver Thread Vineyard, Seneca County: $20,123  

Central New York  

• Main Street Farms, Cortland County: $33,000 

• New Moon Farms, Madison County: $50,000 

• Common Thread CSA, Madison County: $23,969  

Mohawk Valley  

• Arabeth Farm, Herkimer County: $50,000 

• Falls Pride Dairy, Oneida County: $32,765 

 

North Country  

• Blue Pepper Farm, Essex County: $34,000 

• Full and By Farm, Essex County: $18,576 

• Fledging Crow Vegetables, Essex County: $37,248  

Hudson Valley  

• Alewife Farm, Dutchess County: $16,332 

• Yellow Bell Farm, Dutchess County: $50,000 

• Raven & Boar, Columbia County: $50,000  

• Ironwood Farm, Columbia County: $17,748  

Long Island  

• Condzella Hops, Suffolk County: $17,009 

• Browder's Birds, Suffolk County: $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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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부 회장, CEO 및 위원 Howard Zemsky가 이렇게 말했습 니다. 

“저희는 농업 및 시장 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뉴욕의 최대 산업 중 하나에 투 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 주에서 다양한 농민들이 속속 나타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기업식 농 업의 확장과 더불어 강화된 산업의 경제 활력을 볼 수 있게 되어서 흥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 농림부 장관 Richard A. Ball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의 농업에 대하여 진정한 

흥분을 느낄 수 있는 신규 귀농자 기금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인의 숫자를 보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을 행복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차세대 농민은 열광적이고 박력이 있으며 

농업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 류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뉴욕 주의 협찬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농업을 성장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 Cuomo와 입법부에서 뉴욕 주의 농업 산업을 계속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2차 

농민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2016년 뉴욕 주 예산에 미화백 만달러를 

추가로 헌신하였습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장, 상원 의원 Patty Ritchie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강력한 농업 

경제의 건설은 차세대 농민을 도와주고 후세의 성공을 위하여 발판을 마련해 줌을 

의미합니다-이것이 바로 신규 취농사 보조금 프로그램 뒤에 숨겨진 아이디어입니다. 

뉴욕에서는 기금을 이용하여 농가의 성공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뉴욕 주의 미래 

농업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의회 의원, William Magee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민의 고령화와 더불어 뉴 욕 

농업의 미래는 젊은 농장 기업가들의 발전 및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 주의 신규 

취농자 기금은 크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신규 취농자들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해 줄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 Cuomo와 농업 및 시장 부서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농장들이 더 번영할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농업부 부장, Dean Norton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신규 취농자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바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는 수헤자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기금은 뉴욕 농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농업은 북부 뉴욕 주 

및 롱아일랜드의 경제를 지원하고 주의 풍부한 농업 역사에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는 

농장 운영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행운기 깃들기를 바라며 주지사와 그의 행 정부에 가장 

필요한 수요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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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뉴욕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코넬대학교의 교수, Todd 

Schmit 가 발표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농업이 농업 생산, 지원 서비스와 제조업과 

합병되었을 때, 뉴욕의 미화 537억달러에 달하는 산업과 200,000개가 넘는 직업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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