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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  Execut 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mo 주지사 뉴욕 카운티 박람회에서 5백만 달러의 공공시설 개선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을 격려  

 

근 10년 만에 처음 카운티 박람회를 열어 주요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모음 

 

카운티 박람회는 이번 가을에 삽뜰 준비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 신청을 격려 

 

 

카운티  박람회  시즌을  진행하면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카운티  

박람회에서  올해  가을에  있을  5백만  달러  농업  박람회  공공시설  개선  프로그램  

신청을  격려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자금은  2016-17년 뉴욕  주  예산에서  

충당하였으며  박람회  개최  자격을  가진  카운티의  신규  시설  건설을  포함한  개선  및  

혁신  프로젝트  비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것은  근 10년래  처음으로  

뉴욕  주  예산에  주  내의  48개  카운티  이상의  박람회  자금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   

 

“우리  카운티  박람회는  뉴욕  문화와  역사에  활기를  불어넣는  부분이며  주  전체에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Cuomo 주지사의 

말입니다. “주  전체의  카운티  박람회에서  주요  공공시설의  개선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이  자금은  방문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저는  박람회가  올해  가을에  그들  최고의  프로젝트들을  내놓아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뉴욕  주  농업  및 마켓부에서  상세한  자격  

요구사항과  신청  양식을  올해  가을에  발표하여  카운티  박람회가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  내년에  삽뜰  준비가  되어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자금  

보조는  2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  자금  신청을  원하는  

모든  카운티  박람회는  여기서  미리  그랜트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그랜트  게이트웨이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면  518-457-

219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농업부 Richard Ball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여름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그들  지역  박람회를  방문하여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성장하고  있는  농업에  대하여  먼저  알아  가며  우리  박람회의  성공에  중요한  

지원군으로  됩니다 . 이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주 전체의  카운티  박람회가  

중요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부족을  일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  저는  주지사와  주  의회의  파트너십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  가을에  있을  

https://grantsgateway.ny.gov/IntelliGrants_NYSGG/module/nysgg/goportal.aspx


우수한  프로젝트들을  기대합니다 .”  

 

농업부 위원회 회장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  전체  

특히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카운티  박람회는  가족  친구들이  

즐기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물 ,  현지에서  기르고  생산한  음식  

그리고  농업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저는  주  예산에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것이  우리  주  전체의  

카운티  박람회가  주요  공공시설  업그레이드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업 위원회 의회장 Bill Mag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의  카운티  박람회는  

지역  농업의  창입니다 ;  이것은  가족의  즐거움과  오락 ,  그리고  지역 경제를  부추기는  

동시에  젊은이들의  참여와  경쟁을  통하여  긍정적인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필요한  이  자금  지원은  우리  지역  박람회의  주요  공공시설  보존과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Kathy Marchion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카운티  박람회는  

여름  전통행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  근 10년래  처음으로  우리  주 예산에서  카운티  

박람회가  개선 , 혁신 및  건설에  부족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는 카운티  

박람회가  지속하여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끊임없이  지원하고  강화하여  우리의  

세계적인  농업을  보여주고  여름의  즐거움과  오락  제공에  한몫을  하도록  이 자금을  

확보하기를  주장합니다 . 저는 Cuomo 주지사와  주  농업부  위원장  Ball이 카운티 

박람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5백만  달러의  새로운  농업  박람회  공공시설  개선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보장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  

 

Carrie Woerner 여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카운티  박람회는  전  세대에  

거쳐  가족들을  연결해  주고  우리  농업  공동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농업  

전통입니다 .  저는  사라토가와  워싱턴  카운티뿐만  아니라  나머지  뉴욕  주의  지역  

가족들과  방문객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박람회를  즐길  기회를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농업 박람회 연합회장 Andy Imperat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Ritchie 

상원의원 ,  주  의회  Magee의원  및  주지사  이번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주의  많은  박람회는  수도 , 전기 및  빗물  시스템 ,  화장실 ,  축사  

및  기타  시설  건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  이 자금들은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로하여  박람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워싱턴  카운티  박람회  이사회  회원들과  직원들은  주  전체의  카운티  박람회  자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워싱턴 카운티 박람회의 총지배인 Mark St. Jacqu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뉴욕  주의  크고  작은  모든  박람회는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산업  

동향에  관한  교육에  대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박람회는  이  지역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주어  이것이  지역사회의  비즈니스를  돕도록  

합니다 .”  

 

워싱턴 카운티 박람회 회장 Harry Boo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운티  박람회가  

주지사와  주  의회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  Pattie Ritchie 상원의원 ,  Bil l  Magee 의원  및  Cathy Young 

상원의원의  지원과  지도는  매우  귀중하였습니다 .  저는  Ball  위원장과  그의  직원들의  

지원과  뉴욕  농업부  직원들의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카운티  박람회는  지역  

시민들에게  그들의  상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 이  자금들은  우리의  박람회에  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자금들은  박람회  참가자들이  재밌고  즐기는  

방식으로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장소를  건설하고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크기와  범위에  상관없이  박람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전  업계에서  보편적입니다 .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어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뉴욕 농업부 장관 Dean Nor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전  주의  카운티  박람회는  

사람들이  다양한  농업  공동체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  뉴욕  주에  매우  중요합니다 .  

5백만  달러의  농업  박람회  공공시설  개선  프로그램은  박람회가  공정한  진행을  

하도록  기초적인  개선과  향상에  유익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  

 

50개가  넘는  카운티와  청소년  박람회가  7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롱아일랜드  박람회에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  뉴욕  

주의  카운티  박람회는  참가자들의  가족  친구들에게  즐거움 , 훌륭한  음악  및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 어떻게  자라고  대중에게  

판매되는지  등을  포함한  지역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도  드립니다 . 

 

뉴욕  주의  카운티  박람회  일정은  뉴욕  주 농업  및  마켓부  웹사이트인  여기 , 혹은 

뉴욕  주의  공개자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밖에  뉴욕  주 농업 및  마켓부에서  운영하는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큰  

대뉴욕  주  박람회  개최지점은  시라큐스(Syracuse)입니다 .  박람회는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  

 

뉴욕  주  농업  및 마켓부의  미션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경쟁력  있는  

음식과  농업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  이 부서는  다양한  분야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  산업과  그들의  세계적인  제품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산업  성장을  위한  주의  

식량  공급에  대한  농업  환경적인  관리와  보호를  이루어  내는  데  주력합니다 . 

 

이  부서는  대뉴욕  주  박람회를  운영하고  테이스트  NY 기획 ,  FreshConnect 및  뉴욕  

주  Grown and Certi f ied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Facebook 페이지와  

Twitter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 

 

http://www.agriculture.ny.gov/AD/County_Youth_Fairs.pdf
https://data.ny.gov/Recreation/Agricultural-Fairs-in-New-York-State/wcwd-s5vt
http://nysfair.ny.gov/
http://www.taste.ny.gov/
http://freshconnect.ny.gov/
https://www.facebook.com/nyagandmarkets/
https://twitter.com/nyagandmarkets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  www.governor .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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