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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수질을수질을수질을수질을 보호하고보호하고보호하고보호하고 유지하기유지하기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1,20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환경 보호 기금을 통해 자금을 받은 농업 비점 소스 저감 

및 제어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을 통해 토양과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1,20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하천을 

따라 식물 심기, 수확 이후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덮는 작물 심기, 영양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최고의 관리 실천 시스템을 채택하여 주 전체에서 우선 수위 유역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여 

농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우리의 주에서 모든 뉴욕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농업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성공 이야기가 되어왔으며, 우리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주 농업및시장부와 뉴욕주 토양수자원보호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가 관리할 것이며 카운티토양수자원 부문에 수여될 것입니다. 

 

농업 비점 소스 저감 및 제어(AgNPS) 보조금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더 나은 수질 및 보다 효과적인 

농업 시스템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만을 나타냅니다. 

카운티토양수자원보호지구에서 관리하는 농업 환경 관리(AEM) 프레임 워크라는 더 큰 노력은 

수질 및 기타 환경의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지구는 과학 기반 및 비용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계획 및 구현의 여러 단계를 통해 관심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AEM 프레임 워크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농민 보호와 국가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로 뉴욕 주는 AgNPS 프로그램에 1억4천만여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George Proios, NYS 토양 수질 보호 위원회 의장은 “주의 58 카운티토양수자원보호지구은 AgNPS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인 주의 자금에 감사하며 환경 보호 기금의 매년 증가하는 자금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자금은 우리의 주의 천연 자원 이익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농민에게 중요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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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업 국장 Richard A. Ball은 “농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일자리 창출과 뉴욕의 구석 

구석에서 경제 개발을 강화, 매년 국가의 농장 경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의 생계에 

따라 토지의 좋은 청지기 모든 농부는 자신의 일의 수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자원에 따라 달라지며 농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수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보전국(DEC) 위원 Joe Martens은 “뉴욕 농부들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보조금은 그들에게 우리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주요 보전 전략과 사례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의 농업 및 환경에 혜택을 만드는 현명한 투자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토양수자원보호지구에 대한 Round 21 AgNPS Program RFP은 Grant Gateway 여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적절한 자료는 신청서가 완전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 31일 

마감시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 및 기타 천연자원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카운티토양수자원보호지구에 문의하십시오. 카운티토양수자원보호지구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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