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맥아 보리를 대상으로 작물 보험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발표  

 

2018년 44 개 카운티의 재배업체들에게 적용될 미국 농무성(USDA)의 연방 작물 보험 

프로그램(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 

 

소립종 곡물 재배 영농인들을 위한 기회 확대 및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산업 

지원  

 

주지사의 2014년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Wine, Beer, Spirits and Cider 

Summit) 후에 이어진 미국 농무성(USDA)의 작물 보험 확대 방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립종 곡물 재배 농민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며 

뉴욕에서 번창하고 있는 수제 음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카운티에 있는 많은 영농인들이 이제 맥아 보리를 대상으로 하는 작물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농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프로그램은 이제 2018년부터 뉴욕주 44 개 카운티의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 전 지역의 맥아 보리 

생산업체들을 위해 작물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농무성(USDA)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2014년 주정부의 와인, 맥주, 증류주, 사과주 서밋(Wine, Beer, Spirits 

and Cider Summit) 후에 이 확대 방안이 뒤따랐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많은 맥아 보리 생산업체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 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뉴욕주 영농인들에게 재배하는 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새로운 수제 맥주 

양조업체, 와이너리, 증류주 양조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상생의 방법입니다.” 

 

현재 맥아 보리를 위한 작물 보험은 다음 네 곳의 카운티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코틀랜드, 제네시, 온타리오, 옷세고. 맥아 보리를 포함하여 소립종 곡물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요청을 뉴욕주 및 연방 정부 리더들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미국 농무성(USDA)은 맥아 보리 계약 옵션(Malting Barley 

Contract Option)을 2018년 재배기간 동안 업스테이트 소재 40 개 카운티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보험은 악천후, 곤충 피해, 식물 질병 등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작물 손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며 뉴욕주에서 비교적 새로운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영농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맥아 보리는 맥주와 일부 증류주 생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제 음료 산업계에서 

뉴욕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재배한 맥아 보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주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농장 기반 맥주 양조업체(Farm 

Brewery) 면허와 2007년에 만들어진 농장 기반 증류주 양조첩체(Farm Distillery) 면허는 

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음료 생산업체들에게 현지 농작물을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의 맥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20 퍼센트는 뉴욕주에서 

반드시 재배되어야 합니다. 그 비율은 2024년까지 90 퍼센트로 증가될 것입니다. 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증류주 양조업체는 뉴욕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재료의 75 퍼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맥아 보리를 대상으로 작물 보험을 확대하는 일은 일부 연구 프로그램를 통해 영농 및 

수제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주정부의 활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를 통해 

제네시 밸리 지역 시장청(Genesee Valley Regional Market Authority)은 맥아 보리를 더 

연구하고 뉴욕의 재배 조건에 더 적합한 새로운 다양한 품종을 확인하기 위해 제네바 

소재 뉴욕주 농업실험국(New York State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에 약 60만 

달러를 제공해 왔습니다. 

 

맥아 보리 작물 보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미국 농무성(USDA)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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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보험이 더 많은 생산업체 지역에 적용되도록 확대된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뉴욕주에서 씨를 뿌린 후 성장하는 초기 작물의 위험성을 감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수제 음료 산업을 보완하기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관심이 

있을 지 모르는 농부들을 위한 훌륭한 성과입니다. 이 보험은 작물 재배업체들이 뉴욕주 

전 지역의 맥주 양조업체 및 증류주 양조업체들을 위해 소립종 작물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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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 전 지역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맥아 보리 생산업체에게는 

좋은 뉴스입니다. 수제 및 농장 맥주양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현지 맥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인들이 사업 운영을 다각화하려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https://www.rma.usda.gov/help/faq/maltingbarleycontract.html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은 추가 작물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Cuomo 주지사님과 Schumer 연방 상원의원님 및 Gillibrand 

연방 상원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에는 현재 약 650 곳의 와이너리 농장, 맥주 

양조업체, 증류주 양조업체, 사과주 양조업체 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수제 음료 생산 업체의 수는 205 개에서 647 개의 생산업체로 2011년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농장 기반 증류주 양조업체의 수는 2010년 단지 10 

개에서 오늘날 115 개로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2013년 1월 1일에 법률이 발효된 이후 

166 개 기업이 농장 기반 맥주 양조업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주정부는 수제 음료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중요 사항을 통과시키고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규제에 대한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이 분야의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 경제 개발에서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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