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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200 개개개개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농장농장농장농장 수질을수질을수질을수질을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13.8 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지원금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200 개 이상의 농장에게 비옥한 토양과 

결과적으로 뉴욕 주의 수로를 보호하게 될 물 절약 실천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13.8 

백만 달러의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경쟁 보조금은 32개의 카운티의 

토양수질보호관구에게 수여되었고, 뉴욕 주 토양 및 물 절약위원회와 뉴욕 주 농림부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우리 주 농장에 투자하는 것은 농산물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로 알려져 있는 뉴욕주가 

우리의 농업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보존 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농장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 자원의 보호를 보장하게 됩니다.이 교부금은 우리의 농업 부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을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더욱 

지속가능 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농민들은 높은 품질의 토양과 수질 자원에 그들의 작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 은 말했습니다. “카운티의 토양수질보호관구와 농장 사이의 관계는 

여러 세대에 걸쳐있습니다. 나는 토양과 수질자원에 나 자신의 작업을 의존해왔고, 다른 

많은 농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정부의 이러한 자금은 현재와 미래의 농부들과 그들의 

구역 사이의 매우 중요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eorge Proios, 뉴욕 주 토양의 및 물 절약 위원회 회장은 “ Cuomo 지사는 자치구에 보상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경험해온 심한 폭풍우와 허리케인이 있는 동안 농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 예산에 추가로 자금을 제공하고, 뉴욕의 농업 공동체를 돕기 위해 

자치구에서 사용되는 환경보호펀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자금 지원 승인은 많은 농민들이 그들의 농장의 경제적 생존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들의 토지의 관리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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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쟁 교부금은 주 전역에서 주요한 분수령 근처의 농장들이 직면한 수질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운티의 토양수질보호관구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뉴욕 

주의 다양한 농업 커뮤니티의 경제적 생존 능력을 유지하면서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 수질 최적영농관리방안의 구현에 자금을 지원하여 뉴욕 주 농업 환경 관리 (AEM) 

체계를 지원합니다. 보호구역은 농장의 목표와 유역의 요구에 맞는 계획을 

개발해왔습니다. 보전지구는 지금과 같은 영양 관리 시스템, 농가 유수 관리, 목초지 관리 

및 토양의 상태 관리와 같은 보존에 있어 최적영농관리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농민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보존보존보존보존 

지구지구지구지구 /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주주주주 정부정부정부정부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요청요청요청요청  #농장농장농장농장 

Allegany $328,971.60 5 

Broome $173,555.00 5 

Cattaraugus $1,458,225.00 4 

Cayuga $1,509,584.00 14 

Chautauqua $528,874.37 2 

Chenango $515,050.00 4 

Cortland $162,809.00 2 

Delaware $543,492.00 18 

Dutchess $66,104.20 1 

Essex $218,883.17 5 

Franklin $313,357.00 1 

Jefferson $79,880.00 8 

Lewis $97,720.71 5 

Madison $836,108.90 12 

Monroe $223,539.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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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gomery $798,739.00 4 

Niagara $105,276.03 5 

Oneida $271,977.40 4 

Onondaga $653,809.20 15 

Ontario $152,770.00 4 

Orange $665,610.00 12 

Orleans $204,812.00 9 

Otsego $161,678.98 3 

Rensselaer $6,023.00 3 

St. Lawrence $319,030.00 2 

Schoharie $369,219.70 2 

Schuyler $1,683,820.00 20 

Suffolk $321,104.92 22 

Tioga $110,035.00 1 

Ulster $208,974.19 3 

Washington $520,970.00 4 

Wayne $233,148.50 4 

총총총총13,843,152.81 212 달러달러달러달러  

뉴욕 토양수질보호관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nys-soilandwa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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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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