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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농지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75,00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개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발표  

  

Cuomo 주지사, 임기 시작 이래 농지 보전에 8,300만 달러라는 역사적 지원금 공약  

  

해당 발표, 캐넌다이과 농장 보전 지역권과 동시에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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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 program, FPIG program)을 통해 위험에 처한 가치 

있는 농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6월자로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FPIG program)은 약 300개 농장에서 보전 

지역권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뉴욕 농지의 75,000에이커 이상을 보전하도록 도왔습니다. 

Cuomo 주지사 임기 시작 이래 주 정부는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FPIG 

program)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농지 보전에 8,300만 달러라는 역사적 보조금을 

공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농업은 우리 경제의 필수 부분이므로 

지나치게 개발되지 않도록 농지를 보호하여 가치 있는 자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부는 이 종합적 농지 보호 프로그램의 부흥으로 75,000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하며 

농부들이 계속해서 우수한 상품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땅을 갖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보호는 뉴욕주 농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뉴욕주 농부는 뉴욕주 지역사회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는 캐넌다이과에서 6대째 운영 중인 곡물 농장 브록 에이커스 팜(Brock Acres 

Farm)이 700에이커의 농지를 보전하는 보전 지역권을 얻은 것을 축하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영구 지역권에 186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이는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이 지원하는 약 90개 지역권 중 최신 지역권입니다. 농업 

협력기관은 Richard A. Ball 주 농업부 커미셔너,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 대표, 주 및 지방 공무원과 브록 에이커스 팜(Brock Acres Farm)에서 함께 

농지 보호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최신 지역권을 통해 캐넌다이과 타운의 총 보호 농지에 2,000에이커 이상이 추가되어 

차후 개발이 되지 않게 보호하고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Richard Ball 농업시장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는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우리 농업 지역사회의 기초입니다. 주정부는 농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Cuomo 주지사님께서는 농지 보호 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program)을 

재활성화할 뿐 아니라 농지가 전보다 훨씬 강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농지 보호에 역사적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했고 지원금 수여부터 

보전 지역권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였으며 토지 신탁 및 자치기관이 농지 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몇몇 추가 지원금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보전 프로젝트 완성으로 보호된 농지 에이커 수는 총 76,395입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시행되는 추가 프로젝트로 보전 지역권 작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뉴욕주 전 

지역 농지 13,000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해 19개 카운티의 농장 40곳에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 3,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뉴욕주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s, FPIG) 프로그램의 단일 라운드에 

지급한 보조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농지 보호 보조금의 다음 라운드 기회는 

2020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의 Andrew Zepp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와 꾸준한 농지 보전에 힘 써주신 Brocklebank 가족과 지역 공무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로써 뉴욕은 다른 주와 구별되며 관리 면에서 국가적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뉴욕 농업 환경은 경제와 삶의 방식에 크게 기여합니다. 저희는 농지 보전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신 Cuomo 

주지사님, Ball 커미셔너님, 의회 및 지역 리더들께 감사드립니다."  

  

Scott Brocklebank 브록 에이커스 팜(Brock Acres Farm) 소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Travis와 저는 이 농지를 일구는 Brocklebanks가의 5대 및 6대손입니다.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안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최소 701에이커가 영구히 농지로 보전될 것이므로 저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지 신탁(American Farmland Trust)의 Samantha Levy 뉴욕 정책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농지 75,000에이커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는 

주정부 리더, 토지 신탁, 농가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농지 보호 프로젝트는 우리 농장 

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농부 세대에게 농지를 넘겨주도록 도우며 기후 변화와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대체할 수 없는 생산적 농지를 영구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 함께 일해야 합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보호는 농장과 뉴욕주 모두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로써 농가는 지원금을 

보장받아 사업을 키울 수 있으며 동시에 다음 세대가 생산할 수 있도록 농지를 

유지합니다. 농지 보호는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은 해당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지했습니다. 

뉴욕주의 75,000에이커 보호 달성을 축하합니다."  

  

코넬 코퍼레이티브 익스텐션(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의 Chris Watkins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칼리지는 뉴욕주의 미래 농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성공적인 농사는 건강한 토양으로 시작되는데 뉴욕에는 그 토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농지 보호 프로그램은 우리 미래 농부들을 위한 탁월한 

투자입니다. 농업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파트너십 접근법을 사용해주신 Cuomo 

주지사님, Ball 커미셔너님, 주 의회 리더들, 지역 토지 신탁에 감사드립니다."  

  

토지 신탁 연맹(Land Trust Alliance)의 Andrew Bowman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토지 신탁은 뉴욕주가 미래 세대를 위해 75,000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하도록 돕는 데 참여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과 브록 에이커스 팜(Brock Acres Farm)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땅과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우선시해주신 Cuomo 

주지사님, Ball 농업부 커미셔너께도 감사드립니다."  

  

Jen Metzger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의장 겸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뉴욕 농부 중 3분의 1은 65세 이상이며 계승 문제는 뉴욕이 

처한 주요 사안입니다. 뉴욕 경제, 식량 안보, 환경 혜택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생산할 농지가 필요하며 원합니다. 진보적 농지 보호 프로그램은 보존 및 지역권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수많은 것을 이루었고, 계속해서 농지가 농부들의 소유로 남고 

뉴욕의 농업 미래가 강하고 활기차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Donna Lupardo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 위원장 겸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농업을 경제 원동력이자 고품질 식품의 출처로 

완전히 받아들임에 따라 토지 개발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농지 보전에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농지 보호 

프로그램은 뉴욕의 강력한 농사 전통에 기반하여 주정부가 투자한 다수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Rachel May 상원의원 겸 농촌 자원에 관한 입법 위원회(Legislative Commission on 

Rural Resource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 자원에 관한 입법 위원회(Legislative 



Commission on Rural Resources) 의장으로서 저는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FPIG program)을 통해 75,000에이커 이상의 농지가 보호된다는 발표를 듣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 농지는 농부들의 생계, 우리 거주민들의 자원, 우리가 미래 세대에도 

보전되도록 보장해야 할 토지로 귀중합니다. 브록 에이커스 팜(Brock Acres Farm),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 모든 협력기관이 뉴욕 농지가 가까운 

미래에 개발되지 않게 보호한 것을 축하드리며 이 필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Pamela Helming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일등 산업이며 우리 지역사회와 뉴욕주의 최고 일자리 창출 업계입니다. 그러나 매일 

뉴욕주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농지가 농업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및 주 

경제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캐넌다이과 타운 

슈퍼바이저인 저는 타운에서 농지 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농부들과 농가가 토지를 보전하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도록 도울 돈을 주 예산에 

보장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Brocklebank가가 6대 농장을 보존하도록 돕게 되어 

기쁩니다. Brocklebank가가 잘 되길 빌며 캐넌다이과 레이크(Canandaigua Lake) 유역 

및 핑거 레이크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신 해당 농가와 협력기관에 갈채를 

보냅니다."  

  

Brian Kolb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부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 program)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이 필요하며 받아야 마땅합니다. 

뉴욕 농업 지역사회에서 산업 및 규제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몇 세대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식품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일해온 

농부들을 도와야 합니다. 건강한 농장, 활기찬 농업 지역사회, 지속적인 농지 보호 투자는 

뉴욕의 전반적 경제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Doug Finch 캐넌다이과 타운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넌다이과 타운은 농업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농사 친화적 지역사회로서 농업 보호와 장려를 최우선 

사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브록 에이커스(Brock Acres) 보호는 캐넌다이과 타운의 

전략적 농지 보호 지역(Strategic Farmland Protection Area)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농지를 보호할 중요 조치입니다. 영구 개발 금지권을 가진 이 토지가 10,800에이커 

규모의 패들포드 브룩 그린웨이(Padelford Brook Greenway)에서 성장하는 농지 목록에 

들어간 것은 캐넌다이과 타운에서 서로 근접한 2,000에이커 이상의 농지가 지금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은 토지 소유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내 미개발 호숫가, 바위 협곡, 경사진 삼림, 전망 좋은 농지 22,500에이커 이상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개방된 30곳 이상의 자연 보존지 연결망을 

https://protect2.fireeye.com/url?k=deadab98-828e4c43-deaf52ad-0cc47aa8c6e0-0df5e4188b23def0&q=1&u=http%3A%2F%2Fwww.fllt.org%2F


관리합니다. 토지 신탁(Land Trust)은 개인 소유의 부지 138곳에서 영구 보전 지역권을 

유지하고 중요한 어류 및 야생 서식지, 수질, 농장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며 보존 및 

지역의 독특한 천연 자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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