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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3,000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SOUTHERN TIER농업경제농업경제농업경제농업경제 개발개발개발개발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자격이자격이자격이자격이 

되는되는되는되는 11개개개개 카운티를카운티를카운티를카운티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개 카운티가 지난 주 주지사가 처음 발표한 3,000만 

달러의 Southern Tier 농업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자격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자격이 되는 카운티로는 Allegany, Broome, Cattaraugus, Chautauqua, 

Chemung, Chenango, Delaware, Schuyler, Steuben, Tompkins, Tioga가 있습니다. 행정 

예산에 속한 이 프로그램은 농장과 농업 기업을 도와 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3,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목표한 농업경제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를 이끌어온 우수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Southern 

Tier에 속한 모든 농장주들과 판매인들이 자신의 사업 미래를 가꿔나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놀라운 제품들이 재배되고 

생산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입법의원들께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농장주들이 환경 자원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농장에서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이윤을 향상시키는 데 2,500만 달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기금을 받는 프로젝트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의 최대 75%까지로 갈 것입니다. 지원자들은 나머지 25%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그 자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농업 및 시장의 301 항에 정의 된 

“농장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 협력, 단체, 협동 조합, 기업, 또는 LLC. 비용은 건설, 보수, 

관개, 배수, 환경 개선, 펜싱, 격자 시스템과 온실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환경 관리 측면에 대한 자격이 되는 지원자는 지난 3년 동안 NYS 농업 

환경 관리프로그램 및 USDA 자연 자원 보존 서비스 보존 프로그램과 같은 농업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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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의 500 달러는 농부의 시장 확장, 산림 생산성 프로젝트와 같은 목표한 농업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할당될 것이고 또한 Southern Tier에 식품 가공 공장 같은 지역에 

농업기업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투자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이 자격이 되는 카운티를 발표한 뉴욕주 농업부 장관 Richard A. Ba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 저는 농장주, 농업기업 및 입법의원들로부터 Cuomo 

주지사의 3,000 달러 농업경제 개발 제안에 해당하는 카운티가 어디인지를 묻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깊이 있는 의견과 피드백을 들은 후 

우리는 이에 속한 카운티들이 농업과 지리적 다양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Southern Tier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emung 카운티 집행관인 Santull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uthern Tier는 풍부한 농업 

유산, 근면한 농장주, 지역 상품을 기꺼이 구매하려는 훌륭한 소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Cuomo 주지사의 3,000만 달러 농업경제 개발 계획은 이곳 Chemung 카운티의 

농장주들과 농업기업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주지사, Ball 

장관 및 기타 이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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