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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약 12,000 에이커의 뉴욕 농지 보전을 위해 3,800 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 발표  

   

주 전역의 40 개 프로젝트로 농지 보호 이행 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 농지 
보전  

   
롱아일랜드에 농지 보전 목적의 프로젝트 2 개의 365 만 달러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농지 보호 이행 보조금(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s, FPIG)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농업을 강화하기 위한 3,800 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 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면적 11,772 에이커 이상의 가치가 큰 농지를 보전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뉴욕 

농업의 장기적 운영 능력 강화를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 방문 및 

농부들과의 회담 세션을 진행한 후, 롱아일랜드 관련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용 가치가 있는 뉴욕의 농지를 

지속해서 보호함으로써 농경지 면적을 늘리고 농업생산자들이 앞으로도 여러 세대 동안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농지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올해 예산에서 

증액하여 뉴욕 농업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발표된 자금 

지원에 따라, 우리는 롱아일랜드 농지를 비롯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약 12,000 

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농지 보호는 농업 산업의 경제적 

활력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농지 보호 시행(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토지의 농업적 이용을 

개선하고 새롭게 선정된 40 개 프로젝트는 우리 뉴욕주 농부들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주정부의 농지 보호(Farmland Protection) 프로그램은 18 차 라운드를 기해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초로 식품 불안정, 기후 탄력성, 수원 보호 등과 함께 농지 보호는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혼농임업, 말 사육 및 와인 부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3,656,018 달러, 15 에이커)  

• 피코닉 랜드 트러스트(Peconic Land Trust)(서퍽 카운티) - 1,656,018 

달러를 지원해 파라스 팜(Barras Farm)(경작 운영) 6 에이커 보호. 해당 

부지는 현재 피코닉 랜드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보전 

지역권 완료에 따라 현재 농장 운영자에게 이전. (수원 보호 카테고리)  

• 피코닉 랜드 트러스트(서퍽 카운티) - 2,000,000 달러를 지원해 주마스 

팜(Zoumas Farm) 9 에이커 보호. (수원 보호 카테고리)  

  

미드 허드슨(6,406,100 달러, 768 에이커)  

• 더치스 랜드 컨저번시(Dutchess Land Conservancy)(더치스 카운티) - 

923,757 달러를 체다 리지 팜(Cedar Ridge Farm) 187 에이커 보호에 

지원. (말 카테고리)  

• 더치스 랜드 컨저번시(더치스 카운티) - 1,460,944 달러를 오버크릭 

팜(Obercreek Farm) 144 에이커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더치스 랜드 컨저번시(더치스 카운티) - 615,299 달러를 프림로즈 힐 

팜(Primrose Hill Farm) 109 에이커 보호에 지원. (혼농임업 카테고리)  

• 워윅 타운(오렌지 카운티) - 1,406,100 달러를 아스토리노 팜(Astorino 

Farm) 200 에이커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웨스트체스터 랜드 트러스트(Westchester Land Trust)(퍼트넘 카운티) - 

2,000,000 달러를 라이더 팜(Ryder Farm) 128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혼농임업 카테고리)  

  

주도 지역(5,215,403 달러, 1,515 에이커)  

• 농업 관리 협회(Agricultural Stewardship Association)(워싱턴 카운티) - 

280,739 달러를 케년 힐 팜(Kenyon Hill Farm) 88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수원 보호 카테고리)  

• 농업 관리 협회(워싱턴 카운티) - 420,350 달러를 린제이 팜(Lindsay 

Farm) 238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농업 관리 협회(워싱턴 카운티) - 185,507 달러를 슬랙 할로우 팜(Slack 

Hollow Farm) 141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컬럼비아 랜드 컨저번시(Columbia Land Conservancy)(컬럼비아 카운티) 

- 1,399,453 달러를 그래이즌 앵거스 에이커스(Grazin' Angus Acres) 366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혼농임업 카테고리)  

• 컬럼비아 랜드 컨저번시(및 공동 신청자 시닉 허드슨 랜드 

트러스트(Scenic Hudson Land Trust)(컬럼비아 카운티) - 1,282,865 

달러를 사마스콧 오챠드-맥킨토시 유한회사(Samascott Orchards-



McIntosh LCC) 216 에이커, 893,925 달러를 사마스콧 오챠드-마츠 

유한회사(Samascott Orchards-Mutsu LLC) 316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더치스 랜드 컨저번시(컬럼비아 카운티) - 752,564 달러를 마스터스 

팜(Masters Farm) 150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센트럴 뉴욕(2,862,204 달러, 962 에이커)  

• 뉴욕 농업 토지 신탁(New York Agricultural Land Trust)(오논다가 카운티) 

- 764,838 달러를 마쉬필드 팜스(Marshfield Farms) 288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뉴욕 농업 토지 신탁(카유가 카운티) - 1,318,284 달러를 피어스 

팜(Pearce Farm) 477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제네시 랜드 트러스트(카유가 카운티) - 779,082 달러를 워드워스 

팜(Woodworth Farm) 197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수원 보호 카테고리)  

  

핑거 레이크스(13,779,792 달러, 5,276 에이커)  

• 제네시 랜드 트러스트(및 공동 신청자 월워스 타운(웨인 카운티) - 

1,323,552 달러를 암슬러 팜(Amsler Farm) 293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제네시 랜드 트러스트(온타리오 카운티) - 947,426 달러를 구델 

팜(Goodell Farm) 279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제네시 랜드 트러스트(먼로 카운티) - 340,923 달러를 스톤콥 

팜(Stonecrop Farm) 57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기후 복원력 카테고리)  

• 제네시 랜드 트러스트(먼로 카운티) - 1,620,113 달러를 밴 부리스 

팜(Van Voorhis Farm) 200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

기타 카테고리)  

• 제네시 밸리 컨저번시(리빙스턴 카운티) -771,794 달러를 피시 크릭 

팜스(Fish Creek Farms) 276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기후 복원력 

카테고리)  

• 제네시 밸리 컨저번시(리빙스턴 카운티 및 와이오밍 카운티) - 2,000,000 

달러를 가듀 크레스트 팜(Gardeau Crest Farm) 1,315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제네시 밸리 컨저번시(리빙스턴 카운티) - 1,120,401 달러를 맥클레넌 

팜(McClennan Farm) 492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식품 안정 카테고리)  

• 제네시 밸리 컨저번시(리빙스턴 카운티 및 와이오밍 카운티) - 2,000,000 

달러를 서니 크놀 팜스(Sunny Knoll Farms) 966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제네시 밸리 컨저번시(와이오밍 카운티) - 149,670 달러를 체다스 

팜(Cedars Farm) 62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식품 안정 카테고리)  

• 제네시 밸리 컨저번시(리빙스턴 카운티) - 1,677,595 달러를 윌러드 

팜(Willard Farm) 567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 웨스턴 뉴욕 랜드 컨저번시(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제네시 카운티) - 403,667 달러를 스프링힐 팜스(Springhill 

Farms) 368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기후 복원력 카테고리)  

• 핑거 레이크스 랜드 트러스트(Finger Lakes Land Trust)(예이츠 카운티) - 

1,424,651 달러를 헨더슨 팜(Henderson Farm) 401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모호크 밸리(246,820 달러, 407 에이커)  

• 터그 힐 투모로우 랜드 트러스트(Tug Hill Tomorrow Land Trust)(오네이다 

카운티) - 246,820 달러를 시몬스 팜(Simons Farm) 407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노스 컨트리(1,451,809 달러, 618 에이커)  

• 터그 힐 투모로우 랜드 트러스트(제퍼슨 카운티) - 1,451,809 달러를 

노스럽 팜스 #2(Northrup Farms #2) 618 에이커 토지 보호에 지원. (경작 

가능 토지-기타 카테고리)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농지 

보호 이행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 보조금 지급을 관리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s Program)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사상 최초로 기후 변화 대응 등 뉴욕의 우선 과제 및 목표와 프로그램이 

발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선정된 수혜자 중에는 최초로 혼농임업 또는 말 

산업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장에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차세대 농부를 

위한 토지 보호에 힘써주실 수혜자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Michelle Hinch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의 하나이며, 현재는 물론 미래의 농부들이 식료품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식수원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상원에서 이번 농지 보호 프로그램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 기뻤으며, 지원을 받아 마땅한 농장들이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농지 보호 보조금 



프로그램은 향후 세대를 위해 귀중한 농지를 보존합니다. 저는 뉴욕 농업 경제의 주요한 

부문인 혼농임업, 말 산업, 와인 부문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주정부 예산에는 농지 보호를 비롯해 토질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농부와 

토지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John Halsey 피코닉 랜드 트러스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코닉 랜드 

트러스트에서 우리 모두는 주정부 농지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생산적인 농지가 개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다양한 

세대 농장을 개편합니다. 우리는 농업 시장부와 뉴욕주 정부를 비롯해 저희와 기타 

뉴욕주 토지 신탁을 지원해주신 모든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농지 보호 이행 보조금 프로그램은 카운티, 자치구,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 토지 

신탁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농업 및 농지 보호 계획에 맞는 농지 보호 

활동을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자주 자금이 제공되는 활동은 개별 농장에 대한 

개발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영향을 주는 지방 법 개정, 

옵션 계약, 기증된 농지 보존 지역권의 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이행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a36897324e5b4c68ef5d08da68da049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58288446654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DKeMCRJn9Kd9KdiwYD%2FpU%2FeC7%2F789MmsiD3TB8U%2FLIQ%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A99440A79F8CBCC58525888300598C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a36897324e5b4c68ef5d08da68da049f%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58288446654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82EhwyocvdUKG91OMoPoDsCMkca6iEXQBCSOaGcX05Y%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