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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예산을예산을예산을예산을 투입하여투입하여투입하여투입하여HUDSON VALLEY 농지농지농지농지 보호보호보호보호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시행할시행할시행할시행할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발표발표발표발표  

 

최초로최초로최초로최초로 시행되는시행되는시행되는시행되는 본본본본 특정특정특정특정 농지농지농지농지 보호보호보호보호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시행을시행을시행을시행을 통해통해통해통해 경작지의경작지의경작지의경작지의 전략적인전략적인전략적인전략적인 
보호가보호가보호가보호가 가능할가능할가능할가능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기대기대기대기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00만 달러 규모의 Hudson Valley 경작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Hudson Valley 지역의 현재 위험에 처한 귀중한 경작지를 

보호하여 향후 개발을 도모하고 경작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금일 

발표하였다. 본 Hudson Valley 농지 보호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는 케이스이다. 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주지사 실행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특정 지역의 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농업은 뉴욕 주의 풍부한 유산과도 같으며 주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 

뉴욕 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그는그는그는그는, 

“본 역사적인 투자는 Hudson Valley 지역의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경작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영농 산업을 대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 

 

본 보조금은 현재 위험에 처한 경작지에 영구 보호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개 카운티 지역의 위험 경작지는 보조금 지급 

심사를 받게 된다. 본 보조금에 있어서 Hudson Valley는 Albany, Columbia, Dutchess, 
Greene, Orange, Putnam, Rensselaer, Rockland, Saratoga, Schenectady, Sullivan, 

Ulster, Washington, Westchester 카운티로 정의된다.  
 

지방 자치단체, 카운티, 농지 보전 지구, 비영리 보전 기구 (토지신탁) 등 영농인들을 

대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경작지를 용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지역 영농인들을 돕는다.  
 

상원상원상원상원 농업농업농업농업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의장의장의장의장Patty Ritchie는는는는, “경작지를 잃는 순간마다 우리 뉴욕 주는 영농 

산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Korean 

농업을 우리 주의 주요 산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Hudson Valley 농업 

발전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영농 산업의 미래를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의회의회의회의회 농업농업농업농업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의장의장의장의장Bill Magee는는는는, “우리 경작지를 보전하는 것은 뉴욕 주의 최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는 의회 농업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Cuomo 

주지사님께서 지역 농경지 보전 보조금 프로그램을 예산에 편입시켜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농무부농무부농무부농무부 장관장관장관장관Richard A. Ball은은은은, “뉴욕 주 농업에 있어 지금은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며 본 프로그램이 최초로 시행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Cuomo 주지사의 

뛰어난 통솔력으로 우리 뉴욕 주에서 정말로 중요한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2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본 예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 농무부가 최근 노력을 기울인 전반적인 절차 

능률화 작업을 통해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Scenic Hudson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Ned Sullivan은은은은, “Scenic Hudson은 Andrew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농무부가 Hudson Valley 지역의 농지 보전을 위해 추진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뉴욕 주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경지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cenic Hudson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Hudson Valley와 

뉴욕 시의 식품 생산 지역 보호 계획’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장들은 우리 지역 사회와 뉴욕 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Hudson Valley의 토지신탁 업체들은 해당 지역 농경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에 협조하고자 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Open Space Institute의의의의 회장회장회장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Kim Elliman은은은은, “Davenport 농장이 성공적으로 

보호될 수 있었던 이유는Davenport 지역민, 뉴욕 주 농무부, Open Space Institute, 

Scenic Hudson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본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께서 Hudson 

Valley의 농경지 보호를 위해 2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한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은 지역 경제 발전, 영농인 보호, 뉴욕 시의 식량 공급지 보전, 

해당 지역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Hudson Valley 농업 발전 프로그램은 뉴욕 주 농무부가 주관하는 경쟁 방식의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Hudson Valley 농업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신청은 현재 여기에서 

접수 중이다. 신청 마감일은 2016년 1월 29일이다. 
 

Hudson Valley 농업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려면 www.agriculture.ny.gov/RFPS.html 사이트에 접속하기 바란다. 
 



Korean 

모든 신청자들은 뉴욕 주 Grants Gateway 포탈에 등록한 뒤 필요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사이트 주소는 https://grantsgateway.ny.go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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