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8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 지역 수질 보존 프로젝트(WATER QUALITY 

CONSERVATION PROJECT)에 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발표  

  

뉴욕주의 수로를 보호하고 이 지역 전체의 농업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6 건의 농업 용수 수질 보존 

프로젝트(agricultural water quality conservation projects)에 약 100만 달러를 

수여했으며 이로 인해 7 곳의 농장이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농업 

비점오염원 경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을 통해 카운티 토양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에 제공됩니다. 농민들이 우선 수역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및 경제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어 지역의 경제 성장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침식을 줄이며 뉴욕주 수로의 유해한 침전물 및 기타 퇴적물의 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전역의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서 

수질 유지 및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이 보조금은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농민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보조금을 통해 뉴욕주의 수자원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천연 자원을 보호하며 주 전역 농장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사무국들이 농부들을 위해서 경쟁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주 전역 프로젝트 50건을 지원할 기금의 최신 차수에 

기록적인 숫자인 125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환경 계획을 

수립하거나, 농업 폐기물 저장 시스템, 강기슭 완충 시스템, 보호 피복 작물 및 구조적 

토양 보존 실무 등과 같은 최적영농관리방안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1994년 실시된 이래, 농민들이 농경지 오염을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역에 1억 5,8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 비점오염원 경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은 3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환경보호기금(New York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뉴욕주 토양 및 

수질 보존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가 

관리합니다. 농민들이 더 깨끗한 수질 및 효과적인 농업 시스템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인 뉴욕주의 농업 환경 관리 프레임워크(State's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framework)를 강화합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가는 수로의 온전성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농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중요한 프로그램 기금을 

늘릴 것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요 산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State 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조금 프로그램은 우리 농장과 지역사회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귀중한 수원을 보호하고 농장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며 신선한 로컬 푸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농장에 

수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원함으로써,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농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잠재적 오염 물질의 위험을 줄여 보다 훌륭한 환경 지킴이가 

되도록 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를 수자원 보호 분야의 국가적 리더로 만들었으며, 올해 기록적인 예산 투자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천연 자원을 위해 깨끗한 물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농민들이 매일의 중요 일과에 있어 뉴욕주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최적영농관리방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Dale Stein 뉴욕주 토양 수자원 보호 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금은 수로를 

보호하고 토양 침식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최적영농관리방안을 실행함으로써 

농민들의 환경 보호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기금을 통해 2년 



연속 지원되는 유례 없는 수준의 자금 덕분에 뉴욕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Rochester), 바타비아(Batavia) 및 

캐넌다이과(Canandaigua)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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