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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특수특수특수특수 작물의작물의작물의작물의 연구연구연구연구, 홍보홍보홍보홍보 및및및및 보호를보호를보호를보호를 위한위한위한위한 14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 강하게 남아 있는 크래프트 맥주와 와인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포함하는 특수 작물을 돕기 위한 수상에 14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에 의해 관리되는 특수 작물 블록 그랜트(Specialty Crop Block Grant) 프로그램은, 과일 

및 채소, 말린 과일, 홉, 보육 작물을 포함하고,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뉴욕 농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업에서 그 국가의 경제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농업 분야를 가진 하나이며, 특수 작물이 이 번창하는 산업의 

성공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건강한 생활과 우리 

주의 호황인 크래프트 맥주와 와인 산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과 깊이 있는 연구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농업 경제 발전에 큰 진전을 계속하고, 이러한 보조금은 뉴욕의 농업이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에서 지도자로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 

 

자금 조달은 미국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 정부 2014 농업 법에서 개정된 2004 년 특수 작물 

경쟁력 법(Specialty Crops Competitiveness Act of 2004)을 통해 제공됩니다. 농무부(USDA)는 특수 

작물 경쟁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의 

협력으로, 뉴욕주 농업과 시장 부서는 유일하게 특수 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 가지 우선 순위 

지역 중 하나에 가장 많은 수혜자의 혜택을 위한 제안을 모집합니다. 이는 연구와 재배 교육, 식품 

안전, 마케팅 및 홍보를 포함합니다.  

 

“특수 작물 여기 뉴욕에서 강한 농업 부문 구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농장에서 특수 작물을 재배하고, 저는 그들에 대한 큰 수요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새로운 자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주 전역에 걸쳐 뉴욕 주 농업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올리면서 특수 작물에 영향을 주는 질병 전염과 싸우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사과, 포도, 옥수수, 토마토, 배, 딸기, 크리스마스 나무, 메이플 시럽, 양파, 양배추를 포함한 

다양한 특수 작물에 있어 전국 상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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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 Paul D. Tonko는 “뉴욕의 농업은 경제 성장의 주 전체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 산업의 

핵심은 지역의 특수 작물 농가를 지원하고 번성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방 정부의 자금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생산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하원 의원 Tom Reed는 “이는 그들이 연구소와 재배 교육에서 특수 작물을 활용하는 코넬 대학에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2014년 농업 법에서 특수 작물 연구 사업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이는 우리 지역에서 특수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는 

우리의 지역 농민과 교육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hris Gibson은 “우리의 과일과 야채 농장은 북부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수천 명의 방문자를 유치하는 농촌 풍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원 

농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농장 법 특수 작물 사업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재배자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마케팅 및 연구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주 농업 및 시장부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Richard Hanna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웃이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땅과 

일하는 우리의 이웃을 지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Sean Patrick Maloney는 “역사적인 농업 법안을 제공하는 것은 저의 최고 우선 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에 수억 달러의 펌프와 우리의 학교와 

가정에 건강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근면한 Hudson Valley 농민들에게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혁신이 중요한 투자는 우리의 농민들이 건강한 영양 식품을 재배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모든 뉴요커를 위한 우리의 농업 경제를 성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상자, 프로젝트 설명 및 자금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지원지원지원 대상대상대상대상 
설명설명설명설명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유형유형유형유형 
합계합계합계합계 

Cornell 

University 

양파의 박테리아 썩음: 병인 

및 제어 

연구 및 

재배 

교육 

99,996.00 달러 

Cornell 이 프로젝트는 뉴욕의 연구 및 99,997.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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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토마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질환을 예방합니다.역병초, 

마름병 및 Septoria 잎 부분. 

재배 

교육 

Cornell 

University, 

NYS 농업 

시험장 

총채 벌레에 대한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뉴욕의 양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연구 및 

재배 

교육 

100,000.00 

달러 

Cornell 

University, 

NYS 농업 

시험장 

하이브리드 와인 포도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포도 나무 덮개 작물을 사용 

연구 및 

재배 

교육 
37,358.00 달러 

Cornell 

University 

뉴욕 주에 있는 Oak Wilt 

병원체, Ceratocystis 

Fagacearum 검색 

연구 및 

재배 

교육 

80,945.00 달러 

Cornell 

University, 

NYS 농업 

시험장 

NY 와인 밭에서 붉은 검버섯 

질병의 생물학 및 경제적 

영향 

연구 및 

재배 

교육 
99,932.00 달러 

Cornell 

University, 

NYS 농업 

시험장 

뉴욕의 홉 산업의 개발을 

위협하는 질병 해결 

연구 및 

재배 

교육 
99,350.00 달러 

Cornell 

University, 

NYS 농업 

시험장 

미숙과의 부패: NYS 와인 

농장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질병의 정의 및 관리 

연구 및 

재배 

교육 
99,289.00 달러 

Cornell 

University, 

NYS 농업 

시험장 

향상된 스탠드 설립을 위한 

옥수수 유기농 종자 치료 

연구 및 

재배 

교육 
98,479.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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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사과협회 

뉴욕시 Appleooza 마케팅 

및 

프로모션 

75,000.00 달러 

Rensselaer 

카운티 

수도권 지역에서 특수 작물 

프로모션 

마케팅 

및 

프로모션 

92,308.00 달러 

Broome 

카운티의 

코넬의 

협동 확장 

Let's Eat New York! 농장 – 

학교 – 슈퍼 파트너십 

마케팅 

및 

프로모션 
50,113.00 달러 

뉴욕 주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특수 작물을 위한 해충 관리 

추천을 뉴욕의 유기 전환 

생산자 제공 

연구 및 

재배 

교육 
47,973.00 달러 

NYS 

농업시장부 

식품 안전 규제를 위한 

처음으로 우수 농산물 연습 

감사와 생산자 준비를 확장 

식품 

안전 
224,141.45 

달러 

NYS 

농업시장부 

기술 자문위원회, 계약 

관리에 대한 지원 및 USDA에 

보고를 포함하는 보조금의 

관리. 

관리부 112,831.01달러 

 합계합계합계합계  1,417,712.46 

달러달러달러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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