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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낙농장에 1,860 만 달러 이상의 농지보호 보조금 지원 발표

뉴욕주 전역의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를 위해 25 곳의 낙농장에 자금 제공
해당 기금으로 낙농장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다음 세대로 인계할 수 있고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할 예정
작년, 낙농장에 3,070 만 달러 이상 제공
주지사, 3 천만 달러의 두 번째 라운드 프로그램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5 곳의 뉴욕주 낙농장의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860 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낙농업자는 낮은 우유
가격이 지속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
개발로 변환하려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 program)을 통해 낙농장은
기금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거나 농장 부지를 영구적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음 세대에게 농장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초부터 뉴욕주는 낙농장에 3,070 만 달러 이상을 자금 지원하여
15,102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보호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북부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농장은 모든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농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성공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보호는 뉴욕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뉴욕은 미국 최대 규모의 우유, 요구르트, 코티지 치즈
생산 지역 중 하나로 뉴욕 및 그 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지 보호를
위한 이 기금으로 우리는 농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업계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농장 운영의 자립 농지가 비농업용으로 개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뉴욕 농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유지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의 낙농업은 뉴욕
농업에서 가장 큰 부문이자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뉴욕주의 농산물 생산, 농업 지원
서비스 및 부가 가치 제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620,000 마리
이상의 젖소가 149 억 파운드의 우유를 생산하는 약 4,000 개의 낙농장이 있습니다.
뉴욕은 우유 생산으로 국내에서 4 위이며 요구르트 및 코티지 치즈 같은 기타 낙농 제품
생산으로는 1 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좋은 토양으로 형성된 10,253 에이커의 사용 가능한 농지를 보호합니다.
주도 지역
•
•
•
•
•
•
•
•
•
•

농업 관리 협회(Agricultural Stewardship Association) - 413,670 달러, 새로운 세대
농장(New Generation Farm)의 260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859,075 달러, 버치 가족 농장(Burch Family Farm)의 648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200,142 달러, 바그너 농장(Wagner Farm)의 71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517,737 달러, 아담스 에이커 농장(Adams Acres Farm)의
357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369,261 달러, 채핀 가족 농장(Chapin Family Farm)의
309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821,841 달러, 오터 크릭 농장(Otter Creek Farm)의 439 에이커
보호.
사라토가 계획(Saratoga PLAN) - 823,706 달러, 드럼 농장(Drumm Farm)의
172 에이커의 보호.
사라토가 계획 - 1,010,164 달러, 하네한 가족 농장(Hanehan Family Farm)의
175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324,968 달러, 리들홀름 농장(Liddleholme Farm)의 165 에이커
보호.
농업 관리 협회 - 572,921 달러, 히코리 힐스 낙농장(Hickory Hills Dairy)의
332 에이커 보호.

뉴욕주 중부 지역
•
•
•

뉴욕 농업 토지 신탁(New York Agricultural Land Trust) - 500,194 달러, CBG
농장(CBG Farms)의 200 에이커 보호.
뉴욕 농업 토지 신탁 - 339,281 달러, 페스코 농장(Fesko Farms)의 164 에이커
보호.
뉴욕 농업 토지 신탁 - 1,993,723 달러, 페스처랜드 농장(Pastureland Farm)의
796 에이커 보호.

•

뉴욕 농업 토지 신탁 - 637,219 달러, 페스코 농장(Fesko Farms)의 299 에이커
보호.

핑거 레이크스
•
•
•
•

제네시 토지 신탁(Genesee Land Trust) - 1,124,759 달러, 코벌레 농장(Koeberle
Farm)의 567 에이커 보호.
핑거 레이크스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 - 967,522 달러, 크리스티안슨
농장(Christiansen Farm)의 414 에이커 보호.
제네시 밸리 보호 협회(Genesee Valley Conservancy) - 1,999,750 달러,
하이그로브 농장(Highgrove Farm)의 1,055 에이커 보호.
제네시 밸리 보호 협회 - 2 백만 달러, 롤앤뷰 농장(Roll-N-View Farm)의
1,384 에이커 보호.

허드슨 밸리
•

씨닉 허드슨 토지 신탁(Scenic Hudson Land Trust) - 790,000 달러, 슐도르프
농장(Scholldorf Farm)의 96 에이커 보호.

모호크 밸리
•
•

터그 힐 투모로우 토지 신탁(Tug Hill Tomorrow Land Trust) - 417,690 달러,
그로스론 농장(Groeslon Farm)의 236 에이커 보호.
모호크 허드슨 토지 보호 협회(Mohawk Hudson Land Conservancy) 960,971 달러, 크릭 에이커 농장(Creek Acres Farm)의 823 에이커.

노스 컨트리
•
•
•
•

터그 힐 투모로우 토지 신탁 - 880,678 달러, 헌틀리 농장(Huntley Farm)의
721 에이커 보호.
터그 힐 투모로우 토지 신탁 - 468,878 달러, 노스럽 앤 선스 농장(Northrup & Sons
Farm)의 323 에이커 보호.
터그 힐 투모로우 토지 신탁 - 301,184 달러, 네메스 농장(Nemeth Farm)의
156 에이커.
애디론댁 토지 신탁(Adirondack Land Trust) - 116,200 달러, 모란 농장(Moran
Farm)의 91 에이커 보호.

이 프로그램의 1 라운드가 성공한 후, 뉴욕주는 유제품 전용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뉴욕주는 토지 신탁, 지방 자치 당국, 카운티,
토양 및 물 보존 지구와 같은 적격 단체로부터 최대 2 백만 달러의 농지 보호 보조금
신청서를 수시로 받을 것입니다. 신청서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 기금은 다음과 같이 자격 있는 낙농장에 제공됩니다.
•
•
•

낙농업을 유지하며 다음 소유주에게 이전할 예정이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개선되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한 낙농장,
낙농업을 유지하나 전체 농장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는 낙농장,
비낙농장 운영으로 개조하는 낙농장.

모든 농지 보호 프로젝트 제안서는 뉴욕주 보조금 게이트웨이(New York State Grants
Gateway)를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게이트웨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grantsgateway.ny.gov 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추가 정보 및 신청서(Request for
Applications, RFA)는 부서 웹사이트 https://www.agriculture.ny.gov/RFPS.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제품은 뉴욕주 농업 경제의 가장 큰 부문이며, 최근 낙농업자들은 낮은 우유 가격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금은 농부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업을 지속하면서 토지와 농부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농업부가 보존 지역권을 위해
3 천만 달러의 두 번째 라운드로 낙농업 지역 사회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David Fisher 뉴욕 농장 사무국(New York Farm Bureau)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지 보호 지원금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농장 보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문제와 낮은 우유 가격으로 현재의 농업 경제에서
가족에게 농업을 유지하고 부가 가치 생산 또는 작물 다양화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농지 신탁(American Farmland Trust)의 Samantha Levy 뉴욕 정책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낙농 농장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중요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뉴욕 농장의 미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농지를 미래 세대에게 농업과 식량 재배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해 주신 Cuomo 주지사 와 주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토지 신탁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한 농장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원 농업 위원회 의장인 Jen Metzger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농지
보호 프로그램은 개발 압박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크게 높아져 많은 농부에게 큰 부담이
되어 버린 허드슨 밸리와 같은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농지 보호 보조금 프로그램은

다변화와 합리적인 인계를 지원함으로써 뉴욕 낙농장의 지속적인 생존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농지를 농민에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회 농업 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 의장인 Donna Lupardo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지 보호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뉴욕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은 10,000 에이커 이상의 주요 낙농지를 보호하여
농장들이 다양화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군분투하는 낙농
농장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농지 보호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지속적인 토지 보존 노력에 기반합니다. 2018 년,
뉴욕주는 주 전역 농지 13,000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해 19 개 카운티의 농장 40 곳에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적인 액수인 3,500 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초, 농업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보조금 기회를 통해 550 만 달러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가 옵션
계약 프로젝트(Option Agreement Project)를 접수하여 제반 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충당하고, 기증된 농업 보존 지역권과 관련한 나머지 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1 년 주지사 취임 이래로 주정부는 뉴욕주 전역 117 개 농지 보호 프로젝트에
8,3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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