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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200 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농지농지농지농지 보호보호보호보호 구현구현구현구현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46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교부금에는교부금에는교부금에는교부금에는 북동부의북동부의북동부의북동부의 포도주포도주포도주포도주 포도원포도원포도원포도원 및및및및 가장가장가장가장 큰큰큰큰 인증인증인증인증 유기유기유기유기 낙농장의낙농장의낙농장의낙농장의 영구적영구적영구적영구적 보호가보호가보호가보호가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농지농지농지농지 보호보호보호보호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보호보호보호보호 농지농지농지농지 50,000 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에이커를 초과합니초과합니초과합니초과합니다다다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5개 카운티의 2,200 에이커의 농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농지보호실행 교부금 460만 달러의 지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교부금은 주 환경보호기금을 통해 제공되고 주 농업시장부가 집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1억 2800만 달러 이상이 뉴욕주 전역에 있는 220개 농장의 약 51,000 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하였습니다.  

 

“뉴욕주의 농업은 일자리와 수 백만 명의 뉴요커들에게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을 지원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수 천 에이커의 농지가 

생산에 계속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성장하도록 돕고 미래 세대의 농민과 그 가족들의 

삶의 길을 뒷받침합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법은 주 농업 농장 보호 프로그램이 농업 농장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카운티와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농지보호 교부금의 목적은 주의 농업과 그 토대가 되는 토지 기반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면서 

농업에 관련되는 환경 및 풍경 보존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안들은 생존 가능한 농지를 보존하고, 커다란 개발 압력에 직면한 지역에 위치하며, 생태계나 

야생 동물 서식지 같은 중요 자연 자원을 위한 완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 Onondaga 카운티 – Elbridge 타운 – Hourigan Farms: 1,298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2,125,120. 이 낙농장은 우유 생산 소 1,000 마리를 소유하고 어린 교체 암소를 자체적으로 

기릅니다. 이 농장은 또한 Byrne Dairy를 위한 최대의 생산자 중 하나로서 겨우 15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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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위치한 이 우유 가공 공장에 년 2600만 파운드 이상의 우유를 판매합니다.  

• Saratoga 카운티 – Saratoga 타운 – Hoogeveen Farm:  390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987,268. 이 농장은 4세대 낙농장으로서 현재 5세대가 농장에서 일하며 농업 학위를 

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업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 Suffolk 카운티 – Southold 타운 – Maaratooka North Farm: 18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530,459. 이 2세대 및 3세대 소유 농장은 온실, 컨테이너 및 들판에서 휴일 식물, 다년생 

식물 및 일년생 식물을 재배합니다. Maaratooka North Farm은 같은 업의 기존 컨테이너 

묘목장 측면을 확장하기 위해 인수되었습니다.  

• Tompkins 카운티 – Dryden 타운 – Jerry Dell Farm: 419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528,210. 이 

교부금 수령, 다세대 농장은 북동부 최대의 인증 유기 낙농장입니다. 700두의 소가 300여 

에이커의 목초지에서 교대로 풀을 뜯고 있습니다.  

• Schuyler 카운티 – Hector 타운 – Argetsinger Farm: 73 에이커의 포도주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440,700.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지역 포도주 양조장들이 Finger Lakes 국제 

포도주 대회, 위대한 뉴욕주 박람회 상업 포도주 대회 및 Golden Nose 대회에서 수상한 

포도주의 생산에 사용해 왔습니다.  

 

뉴욕주 농업국 국장 대행인 James B. Bay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님은 강력한 

실천과 현명한 정책을 통해 본인이 뉴욕주 농업의 옹호자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우리 주의 농업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이며 농지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 생산에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New York Farm Bureau의 회장인 Dean N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차수의 

농지보호실행 교부금에 포함된 농장들은 우리가 뉴욕주에 갖고 있어서 다행인 농업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이 중요한 농지를 미래 세대의 농민들을 위해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New York 

Farm Bureau는 우리의 가족 농장들을 보존해 주시고 농업이 어떻게 뉴욕주 북부와 Long Island의 

시골 경제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지를 인정해 주신 Cuomo 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뉴욕주 농지 보호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http://www.agriculture.ny.gov/AP/agservices/farmprote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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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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