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규 농부 및 퇴역군인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발표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 및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을 통해 지원을 받은 약 30 곳의 뉴욕주 농장  

  

전국 낙농의 달(National Dairy Month) 기간 동안 발표된 농업에 대한 뉴욕의 지지를 

강화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농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두 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농민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은 농업에 입문한 초기 

단계의 신규 농부들을 지원하고,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은 군대에서 제대한 퇴역군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을 지원합니다. 2014년 

출범한 이후,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 약 90 곳에 32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이 제공되는 첫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뉴욕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농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보조금으로 초기 단계의 농부와 퇴역군인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이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 농장을 개발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의 주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우리는 차세대 

농부와 퇴역군인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역 제품으로 전 세계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위대한 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농민들이 제공하는 모든 위대한 제품의 

확장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 수령 농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Hillard's Greenhouse, 올버니 카운티 - 47,555 달러: 꽃과 채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온실 건설.  

• Sparrowbush Farm, 컬럼비아 카운티 - 33,068 달러: 채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농기구와 냉장 저장고 구입.  

• Reilly's Farm, 렌셀러 카운티 - 32,625 달러: 크리스마스 트리 및 메이플 시럽 

생산을 늘리기 위해 헛간 개보수 공사 및 농기구 구입.  

  

센트럴 뉴욕  

• Timothy J. Virgil, 오논다가 카운티 - 49,521 달러: 쇠고기 생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축사 건설 및 장비 설치, 울타리 설치 및 축산 장비 구입.  

  

핑거 레이크스  

• Edward R. Berwanger, 와이오밍 카운티 - 50,000 달러: 젖소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료를 공급하고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곡식 저장고와 축사 

추가 건설 및 장비 구입.  

• Pacello Orchards, 웨인 카운티 - 34,474 달러: 과수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수원 장비 구입.  

• McCracken Farms, 먼로 카운티 - 23,150 달러: 채소 재배 사업을 확장하고 

작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농기구 구입.  

• B.C. Ameele Fruit Farms, LLC, 웨인 카운티 - 17,404 달러: 사과 과수원을 

확장하기 위해 사과 나무를 십고 격자 울타리 설치.  

  

롱아일랜드  

• Harbor Lights Oyster Co., LLC, 서퍽 카운티 - 50,000 달러: 굴 양식 및 분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 구입.  

• North Fork Boutique Gardens Inc., 서퍽 카운티 - 50,000 달러: 효율성을 

높이고 식물 종묘장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장비 구입.  

  

미드 허드슨 밸리  

• Sun Sprout Farm, LLC, 오렌지 카운티 - 49,966 달러: 채소 재배 기간을 

연장하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농기구 구입.  

• Fable Foods, LLC,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41,042 달러: 생산을 다양화하고 

작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세척장이 딸린 비닐 하우스 건설.  



 

 

• Farm Tournant, LLC, 오렌지 카운티 - 28,122 달러: 농업 재배 기간을 늘리고 

식품 안전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 건설, 냉장 저장고 용량 확대 및 장비 구입.  

• Wagon Wheel Farm, LLC, 오렌지 카운티 - 22,680 달러: 생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농기구 및 필수 물품 구입, 냉장 용량 증대 및 비닐 하우스 지역 개선.  

  

모호크 밸리  

• Lookin' Up Farm, 쇼하리 카운티 - 22,250 달러: 가축 사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목초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신선한 목초 포장 장비 구입.  

• Patrick and Christina Miller, 옷세고 카운티 - 21,500 달러: 축사 건설 및 장비 

구입, 낙농장 효율성 개선.  

• Jean and Alexander Stabinski, 몽고메리 카운티 - 16,157 달러: 건초 더미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구입.  

  

노스 컨트리  

• Schiltz Farms,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50,000 달러: 곡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고품질의 곡물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 배수 토관 설치.  

• Blue Pepper Farm, LLC, 에섹스 카운티 - 16,000 달러: 농장에서 양젖으로 

요구르트를 만들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장비 구입.  

  

뉴욕시  

• Rejuvenate Forever, LLC, 퀸즈 카운티 - 33,000 달러: 고층 건물 농장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배 장비 및 냉장 설비 구입.  

  

서던 티어  

• Lilley Farms, LLC, 셔냉고 카운티 - 47,589 달러: 농장의 가축 수를 늘리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축사를 짓고 축사의 설비를 갖추며 축산 장비 구입.  

  

웨스턴 뉴욕  

• Justin Hinz, 앨러게니 카운티 - 50,000 달러: 축산 농가에서 사료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 축산 장비 구입.  

• Victorianbourg Wine Estate, Ltd., 나이아가라 카운티 - 29,739 달러: 포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과수원 장비 구입 및 장비 보관을 위한 헛간 건설.  

• Groundwork Market Garden Inc., 이리 카운티 - 22,278 달러: 도시 농장의 

생산을 늘리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버섯 재배 설비를 갖추기 위해 건물 개조.  

  

지역별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 수령 농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 Linda and Patrick George, 와이오밍 카운티 - 31,638 달러: 낙농 가축용 고품질 

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농장 폐기물를 줄이기 위한 장비 구입.  

  

미드 허드슨  

• Mountain Side Farm, 설리번 카운티 - 27,500 달러: 육우 축산 농가에서 

생산하는 건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축산 장비 구입 및 헛간 건설.  

  

서던 티어  

• Robert Gary Lobdell, 셔냉고 카운티 - 50,000 달러: 쇠고기 생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축사 건설 및 설비 설치, 기존 축사 개조, 축산 장비 구입 및 

울타리 설치.  

• Kenneth W. Miller, 톰킨스 카운티 - 50,000 달러: 건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건초 보관을 위한 헛간 개조.  

  

웨스턴 뉴욕  

• Victorianbourg Wine Estate, Ltd., 나이아가라 카운티 - 50,000 달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포도를 분쇄하는 장소를 건설하고 설비를 갖추며 저장 공간 확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농부와 퇴역군인들의 농장 

운영을 돕는 일은 뉴욕주 농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뉴욕주에서 풍부한 농업 

자산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전국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 우유와 과일 생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목표로 삼은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차세대 농부들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불과 몇 해 사이에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과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으로 

중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초기 사업의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수십 명의 농부들을 

도왔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 및 시장 상황으로 농업 공동체가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 재정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퇴역군인국(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의 Joel Evans 사무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과 농사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경제를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과거에 

뉴욕 출신의 퇴역군인들이 귀향할 경우, 그들은 종종 가족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농사를 짓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관행은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과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한 사람들이 귀향하여 모든 뉴욕 주민에게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러한 전통을 보호하고 그 전통에 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과 퇴역군인 

농부 보조금 프로그램(Veteran Farmers Grant Program)으로 헛간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온실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며 관개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장 시작부터 새로운 농장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농부들을 돕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퇴역군인 복무 위원회(Committee on Veterans' Affairs)의 위원장인 Michael 

DenDekk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과 농사에 종사하시거나 

종사하실 퇴역군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 보조금을 마련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보조금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퇴역군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점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현지에서 재배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과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은 뉴욕 농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건전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가족 농장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한 가장 명예로운 방법으로 이 

나라에 봉사한 사람들을 돕는 기금입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은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협의해서 신규 농부 지원 

기금(New Farmers Grant Fund)과 퇴역군인 농부 지원 기금(Veterans Farmer Grant 

Fund)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프로그램 기금을 위해 프로젝트가 농업 

생산을 확대하거나 다각화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약 60 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기금들로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 퍼센트까지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나머지 50 퍼센트는 수령 농장이 조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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