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농지 보호 프로젝트(FARMLAND PROTECTION 

PROJECT)에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 3,5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  

 

농업을 지원하고, 19 개 카운티 소재 농장 40 곳의 공지를 보존하기 위한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  

  

선매권을 비롯하여 현재 가치가 큰 농지 및 위기에 직면한 농지를 보호하는 보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농지 13,000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해 19 개 카운티의 농장 40 곳에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 3,5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뉴욕주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s, FPIG) 프로그램의 단일 라운드에 지급한 보조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농장은 뉴욕주 전 지역의 현지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농장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지 13,000 에이커를 보존하는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으로, 우리는 뉴욕의 농업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하여 

소비자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기대하는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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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농민들이 

뉴욕주와 다른 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생산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Farmland Protection Implementation Grant) 프로그램은 가치가 

큰 농지가 비농업 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존 비용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방 

정부,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 토지 신탁 회사 

등에게 제공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급된 보조금으로 선매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로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수 있으며 농업적 가치를 유지한 채 다른 농민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농지 보호 프로젝트를 위해 기록적인 액수의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들을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우리 농업 관련 산업을 지원하면서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한 우리 

농장의 자연 경관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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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은 뉴욕 농민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인인 농지 

보호 보조금(farmland protection grant)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으로 자립이 가능한 농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한 농장에 대한 투자도 장려합니다. 차세대 농민을 위해 농지를 보존하는 

일은 뉴욕주에서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예산에 책정된 뉴욕주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재정 지원됩니다. 1996년 이후, 2억 8,300만 달러가 농지 보호 

프로젝트(farmland protection project)에 지급되었으며, 약 289 개의 프로젝트가 

뉴욕주의 농지 73,000 에이커를 보호해 왔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센트럴 뉴욕: 총 3,343 에이커의 보호를 위해 7 개 프로젝트에 770만 달러 

지원  

• 주도 지역: 총 3,492 에이커의 보호를 위해 15 개 프로젝트에 740만 달러 

지원  

• 핑거 레이크스: 총 4,089 에이커의 보호를 위해 8 개 프로젝트에 1,010만 

달러 지원  

• 미드 허드슨 밸리: 총 1,606 에이커의 보호를 위해 8 개 프로젝트에 870만 

달러 지원  

• 웨스턴 뉴욕: 총 446 에이커의 보호를 위해 2 개 프로젝트에 90만 달러 지원  

  

프로젝트들의 완전하고 상세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FPIG)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지속적인 토지 보존 대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정부는 일부 뉴욕주 낙농장의 보존 지역권 

프로젝트(conservation easement projects)를 지원하기 위해 약 85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농지 보호 시행 보조금(FPIG)으로 낙농장이 운영 

https://www.agriculture.ny.gov/Press%20Releases/recipients_of_r16_farmland_protection_implementation_grants.pdf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 기회를 보장하거나, 농장 부지를 영구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음 세대에게 농장을 인계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낙농장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회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업부는 파트너들에게 뉴욕주 전 지역의 농지 보호 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program)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해당 부서의 웹 

사이트인 https://www.agriculture.ny.gov/RFPS.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초, 농업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보조금 기회를 통해 550만 달러 또한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신청인들이 500만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 계약 프로젝트(Option Agreement 

Project)를 접수하여 제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또한 

기증된 농업 보존 지역권(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s)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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