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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올린 뉴욕주 농민들을 축하

주의 성장하는 농경제를 위한 새 시장을 열기 위한 노력 지속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농민들이 2013년에 현금 수령으로 56.8억 달러의 매출액
기록을 작성함으로써 단 3년 전보다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연방
데이터에 의하면 농작물, 가축 및 기타 제품의 판매로 인한 총소득으로 정의되는 현금 수령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록상 최고였습니다.
“뉴욕주는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 및 농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이 행정부는 농민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이 산업의 진흥을 우선순위로 삼고 번잡한 규제를 풀고 비용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성공의 증거는 숫자에 있는데 본인은
뉴욕주를 자랑스럽게 만든 농민들과 생산자들의 매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주지사는 취임 이래 주의 농경제 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농업 생산자를 위한 새 시장을
창설하고, 생산자들이 Taste NY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마케팅할 새 기회를 개발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업스테이트의 농업 생산자들과 다운스테이트의 소비자들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업 소득:
소득
2010: $4,644,950,000
2011: $5,437,633,000
2012: $5,471,639,000
2013: $5,677,561,000
주 농무부 장관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첫 날부터 뉴욕주 경제
체질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우리 주의 농경제 결과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전국적으로 뉴욕주는 농업 정책의 리더로 간주되는 데 주지사의 공로가 큽니다. 단 4년만에 그는
우리 주의 낙농업 팽창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농토세를 년 2%에서 묶고, 도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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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사막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응하고, NY 프로그램을 통해 새 마케팅 기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주는 가장 확실하게 농업을 위한 기회의 주인데, 본인은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의 서밋이 개최된 이래 붐을 타고 있는 주의 수제 음료 산업에서도 많은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크래프트 뉴욕법이 발효되어 뉴욕주 음료 생산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를 늘릴 더 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Taste NY이 출범하여 뉴욕주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료 산업을 위한 이 행정부의
노력은 Wine Enthusiast 잡지가 뉴욕주를 “올해의 와인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와인의 질, 이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언급한 2014년 10월에 절정에 달했으며, 특히 Cuomo 지사의 지원으로 지난 4년
동안에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개최된 사상 최초의 농장-식탁 업스테이트-다운스테이트 농업 서밋은 업스테이트
농업 부문을 다운스테이트 소비자와 더 잘 연결하기 위한 많은 새 계획을 산출하였습니다. 새 Buy
NY 캠페인이 도입되어 주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들 사이에 뉴욕주 농산물 구입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행정부는 지역별 식품도매 농민시장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 대도시
시장의 농산물 활용을 증대하여 도시 지역에서도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많이 사도록 할
것입니다.
코넬대학교 Todd Schmit 교수가 행한 연구에 의하면 뉴욕주의 농업 부문은 주 경제에 강력한
복합적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산출에 소비되는 1달러마다 비농업을 위해 추가 $0.43가
창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 내에서 창출되는 새 일자리 1개마다 비농업 일자리 0.8개의
창출을 이끕니다.
뉴욕주의 기록적 성취를 나타내는 농업 소득 및 부 통계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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