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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농지 15,000에이커 이상을 보존하기 위해 3,150만 달러를 

수여한다고 발표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30개 프로젝트를 통해 토지를 보존  

  

농지에서 생산을 지속하고 다각화를 허용하며 운영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  

  

뉴욕주는 2018년부터 1억 1,700만 달러 이상을 농지 보호에 사용 가능하도록 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s, FPIG)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농업을 강화하기 위한 3,150만 

달러 이상이 수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2개의 뉴욕 낙농장과 8개의 비 

유제품 농장에서 총 15,600에이커를 보호하여 귀중한 농지에서 생산을 지속하고 

다각화를 장려하며 뉴욕 농업 운영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는 2018년부터 1억 1,700만 달러 이상을 농지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은 뉴욕주 전역의 

농부들에게 전례 없는 난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을 위해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이 농지 보호 기금은 농부들에게 토지를 보존하고, 사업을 

다변화하여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뉴욕산 식품을 계속 생산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은 오랫동안 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뉴욕 농부들을 위해 15,000에이커 이상을 보존할 것입니다."  

  

낙농업 전환 농지 보호 이니셔티브  

2,090만 달러 이상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낙농업 전환 농지 보호 이니셔티브를 통해 

22개의 뉴욕 낙농장에 대한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낙농업자는 낮은 

우유 가격이 지속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농업용 토지가 

비농업용 개발로 전환되려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부지에 대한 개발권 구매(purchase of development rights, 

PDR)는 농부들이 운영을 다각화하거나 농장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차세대 전환하게 



 

 

하며, 토지가 영구적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기금을 

수여한 프로젝트는 11,30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도 지역  

• 농업 관리 협회(Agricultural Stewardship Association) - 

1,438,623달러 렌셀러 카운티의 피츠타운 및 후식 타운에 위치한 셰퍼 

그래스랜드 데어리(Sheffer's Grassland Dairy), 워싱턴 카운티 헤브론 

타운에 위치한 린드그렌팜(Lindgren Farm), 워싱턴 카운티 화이트 크릭 

타운에 위치한 로-에이커팜(Ro-Acres Farm), 워싱턴 카운티 하트포드 

타운에 위치한 스위지뷰팜(Swezey View Farm)을 보호하기 위함.  

• 컬럼비아 토지 보호 협회(Columbia Land Conservancy) - 

1,197,732달러 컬럼비아 카운티 코페이크 타운에 위치한 하이로우팜(High 

Low Farm)을 보호하기 위함.  

• 사라토가 플랜(Saratoga PLAN) - 870,826달러 사라토가 카운티 

노섬벌랜드 타운에 위치한 바버브라더스 데어리팜 II(Barber Brothers 

Dairy Farm II)을 보호하기 위함.  

센트럴 뉴욕  

• 서던 매디슨 헤리티지 신탁(Southern Madison Heritage Trust) - 

825,628달러 매디슨 카운티 브룩필드 타운에 위치한 로키 탑 에이커(Rocky 

Top Acres)를 보호하기 위함.  

핑거 레이크스  

• 제네시 토지 신탁(Genesee Land Trust) - 2,389,616달러 웨인 카운티 

온타리오 및 윌리엄슨 타운에 위치한 필드 크래프트팜(Field Craft Farms), 

먼로 카운티 휘틀랜드 타운에 위치한 발로넥팜(Balonek Farm)을 보호하기 

위함.  

• 제네시 밸리 보호 협회(Genesee Valley Conservancy) - 

10,376,935달러 리빙스턴 카운티 요크 타운 및 와이오밍 카운티 코빙턴 

타운에 위치한 암슨팜(Armson Farms), 와이오밍 카운티 페리 타운에 

위치한 이멀링팜 1(Emerling Farm #1), 와이오밍 카운티 페리 타운에 

위치한 이멀링팜 2, 제네시 카운티 이스트 베서니 타운 및 리빙스턴 카운티 

요크 및 칼레도니아 타운에 위치한 하인데일팜(Heindale Farm), 리빙스턴 

카운티 그로브랜드 타운에 위치한 스파르타팜(Sparta Farm), 리빙스턴 

카운티 칼레도니아 타운에 위치한 스타인 패밀리팜 1(Stein Family Farms 

#1), 리빙스턴 카운티 요크 타운에 위치한 스타인 패밀리 팜 2를 보호하기 

위함.  

• 웨스턴 뉴욕 토지 보호 협회(Western New York Land Conservancy) - 

453,021달러 제네시 카운티 알렉산더 타운에 위치한 슈미더팜(Schmieder 

Farm)을 보호하기 위함.  

모호크 밸리  



 

 

• 모호크 허드슨 토지 보호 협회(Mohawk Hudson Land Conservancy)- 

932,389달러 몽고메리 카운티의 글렌 및 루트 타운에 위치한 

글렌뷰팜(Glenvue Farms)을 보호하기 위함.  

• 쇼하리 토지 신탁(Schoharie Land Trust) - 247,086달러 쇼하리 카운티 

제퍼슨 타운에 위치한 댄포스팜(Danforth Farm)을 보호하기 위함. 이것은 

쇼하리 카운티에 대한 최초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수여이며 또한 최초로 

수여된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젝트입니다.  

• 터그힐 투모로우 토지 신탁(Tug Hill Tomorrow Land Trust) - 

622,230달러 오네이다 카운티 디어 필드 타운에 위치한 노스 게이지 앤 

레드 라인팜(North Gage and Red Line Farms)을 보호하기 위함.  

노스 카운티  

• 터그힐 투모로우 토지 신탁(Tug Hill Tomorrow Land Trust) - 

1,625,406 루이스 카운티 덴마크 타운에 위치한 플랫락팜(Flat Rock 

Farms), 루이스 카운티 튜린 타운에 위치한 재스데일팜(Jasdale Farm)을 

보호하기 위함.  

낙농 전환 농지 보호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5백만 달러의 기금은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기금 수여는 해당 자금이 약정될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부서는 주 

전역의 파트너에게 나머지 자금을 신청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프로그램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2019년에는 32개의 낙농 농장에 

3,070만 달러 이상이 수여되어 1라운드에서 15,102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했습니다.  

  

전환 중 농장 운영  

전환 농지 보호 이니셔티브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농장 운영을 통해 낙농 분야 외의 

8개 뉴욕 농장에 1,080만 달러 이상의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낙농 

농장과 마찬가지로, 이 농장 운영은 무역 분쟁, 소비자 선호도 변화, 기후 변화 등 오늘날 

농업 산업이 직면한 많은 과제에 취약하므로 귀중한 농지가 비농장 개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수여된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의 결과로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실행 가능한 농업 

토지는 지속적인 농업 사용을 위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래 수여된 프로젝트는 

4,30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보호할 것입니다.  

  

주도 지역  

• 농업 관리 협회 - 1,374,555달러 렌셀러 카운티 피츠타운 및 샤티코크 

타운에 위치한 헤이필드팜(Hayfields Farm)을 보호하기 위함.  

• 컬럼비아 토지 보호 협회 - 340,250달러 컬럼비아 카운티 앤크램 타운에 

위치한 Ancram 마을의 테이킹케어팜(Taking Care Farm)을 보호하기 위함.  

센트럴 뉴욕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rfa-0219-farmland-protection-implementation-grants-round-17-dairy-transitions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rfa-0219-farmland-protection-implementation-grants-round-17-dairy-transitions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rfa-0219-farmland-protection-implementation-grants-round-17-dairy-transitions


 

 

• 뉴욕 농업 토지 신탁(New York Agricultural Land) - 

1,426,478달러 카유가 카운티 이라 타운에 위치한 카일팜(Kyle Farms)을 

보호하기 위함.  

핑거 레이크스  

•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 - 1,846,064달러 오논다가 카운티 스패포드 타운에 위치한 잭슨 앤 

번즈팜(Jackson and Burns Farms)을 보호하기 위함.  

• 제네시 토지 신탁(Genesee Land Trust) - 3,868,838달러 웨인 카운티 

마케도니아 타운에 위치한 에있는 패커드 캐틀팜(Packard Cattle Farm), 

온타리오 카운티 캐넌다이과 및 파밍턴 타운에 위치한 거록팜(Gerlock 

Farm), 먼로 카운티 파르마 타운에 위치한 드메이어팜(DeMeyer Farm)을 

보호하기 위함.  

• 제네시 밸리 보호 협회(Genesee Valley Conservancy) - 

2,000,000달러 와이오밍 카운티 오렌지빌과 웨더스필드 타운에 위치한 

마르쿼트 브라더스팜(Marquart Brothers Farm)을 보호하기 위함.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전환 농지 보호 이니셔티브의 농장 운영 기금은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기금 수여는 해당 자금이 약정될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부서는 주 

전역의 파트너에게 나머지 자금을 신청할 것을 장려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여금은 어려운 경제, 기후 및 코로나19 관련 문제에 맞서는 많은 

재배자와 생산자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는 귀중한 농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다양화하고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 농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은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지만 엄청난 개발 압박에 직면해 있어 영원히 길을 잃을 심각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할 수 없는 땅을 보존하면 농부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음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농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농장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은 우리의 농장 경제를 강화하고 농지를 

열심히 일하는 뉴욕 농부들이 소유한 장소에 유지시키는 훌륭한 투자이며 뉴욕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위원장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농부들을 위해 생산적인 농지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주의 식량 공급 시스템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농지 보호는 농장이 다양화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농지가 개발로 사라지면 그 땅은 영원히 식품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보조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에 대한 

뉴욕 주민의 새로운 관심은 뉴욕의 농장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rfa-0224-farmland-protection-implementation-grants-round-17b-farm-operations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rfa-0224-farmland-protection-implementation-grants-round-17b-farm-operations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rfa-0224-farmland-protection-implementation-grants-round-17b-farm-operations


 

 

  

아메리칸 팜랜드 트러스트(American Farmland Trust) 뉴욕 지역 이사 Erica 

Good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이 해에 농부들은 기후 변화와 

개발 압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면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적응하여야 

했습니다. 30개의 뉴욕 농장 가족에게 농지 보호 기금을 수여하여 농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을 다양화하거나 농지를 새로운 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Cuomo 주지사와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기금은 

16,000에이커의 토지를 영원히 농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유의 낮은 

가격이 유지되어 이와 싸우면서 특히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생산 가능한 농지를 잃을 

위험이 높아진 뉴욕의 낙농 농부들에게 시기적절한 조치입니다. 농부들은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주지사, 부서 

및 입법부와 계속 협력하여 농부들이 현재와 미래의 토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은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 

토지 신탁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농업 및 농지 보호 계획과 일치하는 농지 보호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자주 자금이 제공되는 활동은 개별 농장에 

대한 개발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의 개정, 옵션 합의, 기부된 농업 보존 지역권 거래 비용 충당과 같은 다른 시행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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