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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3월 5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농장들이농장들이농장들이농장들이 전전전전 주의주의주의주의 수질을수질을수질을수질을 보호하도록보호하도록보호하도록보호하도록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122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27개개개개 카운티가카운티가카운티가카운티가 농장들이농장들이농장들이농장들이 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 분수령에서분수령에서분수령에서분수령에서 보호를보호를보호를보호를 구현하도록구현하도록구현하도록구현하도록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수령수령수령수령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7개 카운티의 209개 농장들이 뉴욕주의 호수, 개울 및 강을 가능한 

농업 유출 액체로부터 보호하도록 도울 1220만 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주 

농업시장부를 통해 교부되고 주 환경보호기금(EPF)을 통해 조달됩니다. 

 

“잘 관리되는 농장은 뉴욕주 경제와 풍경의 필수 부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전주의 농장들이 그들 지역의 수질 보호라면 모범 관행을 실천하면서 

신선한 지역 식품 공급의 지속적 산출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농무부 커미셔너인 Darrel J. Aubertine은 Aubert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업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Cuomo 지사님은 여기 뉴욕주의 농업 비즈니스가 계속 튼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 부문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침과 관행을 채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자금은 우리 주의 농업 비즈니스가 

그들의 직무를 더 잘 하고 우리 주의 풍요로운 천연자원이 보호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쟁 교부금은 전주의 우선순위 분수령에 있는 농장들이 직면한 수질 난제를 해결하도록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보호관구들은 뉴욕주 농업환경관리(AEM)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교부금을 실행합니다. 보호관구는 농장의 목표와 분수령 니즈에 맞춘 

계획을 개발할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행과 기술을 확립할 것입니다.  

 

종합 영양분 관리 계획을 개발하거나 모범 관리 관행 시스템을 구현하여 수질을 보호하는 한편, 

뉴욕주의 다양한 농업 커뮤니티의 경제적 생존 능력을 유지하는 프로젝트들이 보조금 수여 

대상으로 적격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실례에는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목 체계, 

유수의 여과를 위해 시내를 따라 설치하는 식물 완충 지대 및 강의 유역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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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토양수질보호위원회의 George Proios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주정부 자금의 투자는 카운티 토양 수질 보호 관구가 지상의 보호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흔히 이러한 사업은 환경에 유익하듯이 지역 경제에도 유익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장들이 번영하도록 돕고, 일자리 및 지역내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즐기는 뉴욕주의 천연 자원을 보호합니다."  

 

환경보호부장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의존하는 

토지의 훌륭한 청지기입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과 토양 보호의 필요성을 매우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Cuomo 지사님이 오늘 발표한 교부금은 농장과 작업 풍경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좋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상호 관심을 증진할 

것입니다.” 

 

NY Farm Bureau의 회장인 Dean N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농민들은 오랫동안 

환경의 든든한 보호자였는데, 비점원 오염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과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자신의 농장을 계속 책임있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New York Farm Bureau는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뉴욕주 농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Cuomo 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주의전주의전주의전주의 보호관구들은보호관구들은보호관구들은보호관구들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교부금을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  

보호관구보호관구보호관구보호관구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액수액수액수액수  

 

Allegany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191,975 

Broome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380,576 

Cayuga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723,651 

Chautauqua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875,720 

Chemung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389,000 

Chenango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342,745 

Cortland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863,840 

Delaware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1,279,000 

Erie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1,167,635 

Franklin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560,305 

Jefferson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32,360 

Lewis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560,032 

Livingston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109,575 

Madison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869,956 

Montgomery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406,842 

Onondaga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499,710 

Orange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 $16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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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eans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290,402 

Otsego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433,957 

St. Lawrence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439,943 

Seneca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140,283 

Steuben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163,700 

Suffolk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99,937 

Tioga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169,166 

Washington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489,979 

Wayne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147,736 

Yates 카운티 토양수질보호관구………………………. $383,237 

 

총총총총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12,175,446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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