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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 약 1천 4백만 달러 지원 계획 발표

물을 절약하고 식수를 보존하는 두 갈래 접근법
주 전역에 걸친 91개의 농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으로 우선 수역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미국 전역의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1천 4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주 전역에 걸쳐 농업 91개의 농장이 혜택을
누리는 용수 품질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우선 수역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주 전역에 걸쳐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비용
효율적인 수로 보호의 시행을 장려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임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양분 및 기타 잠재적 오염 물질이 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 내 환경 계획
수립 및 관리 우수 사례 시스템(best management practice systems, BMPs)의 시행을
지원하는 농장을 대신하여 25개의 카운티 토양 및 수질보전지구(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에 지원되었습니다. 최고의 관리 실행 시스템(BMP)은 하천의
식물 완충, 피복 작물, 비료 저장을 통한 영양 관리 및 기타 보존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으로 지급된 27회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웨스턴 뉴욕 지역: 4개 농장에 1,219,312달러
핑거 레이트 지역:30개 농장에 2,644,294달러
서던 티어 지역: 6개 농장에 1,323,984달러
센트럴 뉴욕 지역: 31개 농장에 3,867,030달러
노스 컨트리 지역: 5개 농장에 1,935,559달러

•
•
•
•

모호크 밸리 지역: 3개 농장에 1,611,603달러
수도권 지역: 2개 농장에 524,687달러
미드 허드슨 지역: 9개 농장에 411,100달러
롱아일랜드 지역: 1개 농장에 154,275달러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뉴욕주는 1,300개의 거름 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농장이
적극적으로 영양 공급과 작물 영양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환경에 혜택을 주며, 농장의
생존력을 향상하는 등 500개의 수역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했습니다. 영양과
침전물을 걸러내고, 지표수를 보호하며, 하천 제방을 안정화하고, 수중 서식지를
개선하며, 홍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800에이커 이상의 하천 완충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8만 에이커 이상의 보호 작물이 침식을 막고, 토양 건강을 개선하며 토양에
유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심어졌으며, 성장 기간 작물 수요를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유지합니다. 또한, 피복 작물은 탄소를 분리하여 뉴욕의 농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27차 라운드를 통해 약 2만 에이커의 보호 작물 재배가 시행될
것입니다. 리파리안 완충제는 수질상의 이점 외에도 탄소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관행입니다. 30에이커 이상의 초본식물과 산림 완충재가 27차 라운드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농업국(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토양
및 수자원 구역(Soil and Water Districts)과 함께 일하는 우리 농부들은 땅을 더 잘
남기기 위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Ag Non-Point 프로그램은 농장에
우리의 수역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반대로 국가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의 천연자원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전과 뉴욕의 경제적인 번영에
있어 깨끗한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의 농부들만큼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룹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자 중 한
명입니다. 이 보조금은 토양 및 물 보존 구역(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과
농업 공동체에 주 전체의 농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수자원 및 토양 품질을 보호하는
프로젝트와 토지 관리 전략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토양 수자원 보호 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의 Dale Stei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조금 지급은 이
농장들과 그 지역의 토양 및 수질 보존 구역이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향후 수질을

보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g Non Point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어 왔으며, 현재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ichelle Hinch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연자원의 선도적인 관리자로서,
뉴욕 농부들은 매일 우리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최근의 보조금 지원은 이러한 환경 보호 지도자들이 우리의 유역을
보호하고 신선한 지역 음식을 생산하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그들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농민들이 뉴욕 완화 전략의 초석이며,
주로서 우리의 환경적과 진보는 우리 농업계 및 강력한 파트너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농민들이 이
중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농업비점원 감축 및 통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Donna Lupard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토양과 물 보존 구역(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이 뉴욕의 중요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농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수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범 사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농부들이 많은 환경적,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뉴욕주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위원회와 협력하여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관리(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체계의 일부로, 농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영농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광범위한 대책입니다.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은 모든 뉴욕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례 없는 35억 달러의 지원을 포함하여 역사적인 수질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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