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농장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400만 

달러의 지원 발표  

  

보상을 통해 80개 농가의 환경 발자국 감소와 악천후 피해에 대비하도록 도울 예정  

  

선정된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9만 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  

  

주지사의 국가 선도적인 기후 어젠다와 리더십,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법을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80개 농장이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 탄력적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4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연간 약 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도로에서 거의 2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것만큼의 효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2015년 주지사에 의해 시작된 기후 탄력적 농업 

프로그램은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부문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뉴욕주는 주 전역의 농장 지원에 1,2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로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는 뉴욕의 농부들과 농업 산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뉴노멀에 적응할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 탄력적 농업 프로그램은 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 기금은 농부들이 

계속해서 토지를 돌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극한의 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5차 보조금 프로젝트는 수도권 지역,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허드슨 밸리, 모호크 

밸리, 노스 카운티, 서던 티어, 웨스턴 뉴욕 지역에서 진행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질 

개선, 에너지 절약 장려를 목표로 한 최적 관리 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또한 폭우와 홍수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가뭄 기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개 용량 증대와 수자원 관리에 

주력합니다.  

 

메탄 감축을 위한 농업 폐기물 저장고 덮개 및 소각 시설, 농업용수 관리, 토질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프로젝트 부문에 종사하는 영농인들을 대신하여,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농장들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의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 총 지원금, 259,126달러  

• 렌셀러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2개 농장의 지원을 위해 

117,626달러를 받았습니다.  

• 워싱턴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5개 농장의 지원을 위해 

141,500달러를 받았습니다.  

  

센트럴 뉴욕 - 총 지원금, 1,589,608달러  

• 카유가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4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095,738달러를 받았습니다.  

• 코틀랜드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4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331,345달러를 받았습니다.  

• 매디슨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22,289달러를 받았습니다.  

• 오논다가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지구는 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40,236달러를 받았습니다.  

  

핑거 레이크 - 총 지원금, 1,022,571달러  

• 제네시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0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500,821달러를 받았습니다.  

• 온타리오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8달러를 받았습니다.  

• 세네카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90,280달러를 받았습니다.  

• 웨인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2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73,107달러를 받았습니다.  

• 와이오밍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2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13,095달러를 받았습니다.  

• 예이츠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25,100달러를 받았습니다.  

  

허드슨 밸리 - 총 지원금, 300,000달러  

• 오렌지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30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모호크 밸리 - 총 지원금, 287,528달러  

• 풀턴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7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45,720달러를 

받았습니다.  

• 몽고메리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1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41,220달러를 받았습니다.  

• 옷세고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2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87,347달러를 받았습니다.  

• 쇼하리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2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13,241달러를 받았습니다.  

  

노스 카운티 - 총 지원금, 134,626달러  

• 에섹스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2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59,130달러를 받았습니다.  

• 제퍼슨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3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75,496달러를 받았습니다.  

  

서던 티어 - 총 지원금, 322,715달러  

• 셔냉고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3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75,715달러를 받았습니다.  

• 스카일러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3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147,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웨스턴 뉴욕 - 총 지원금, 83,826달러  

• 에리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는 2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83,826달러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부들은 우리의 분수령을 보호하고 토양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 덕분에 뉴욕은 농부들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환경 

보호의식을 유지하고 기후 변화 대처에 앞장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토양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에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환경 및 공중 보건을 

위한 모범 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국가의 리더로서 우리의 명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Cuomo 주지사의 기후 탄력적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세대를 위해 뉴욕의 물, 토양 및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주 

전역의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agriculture.ny.gov/land-and-water/climate-resilient-farming-round-5-project-descriptions


 

 

  

NYS 상원 농업위원장 Michelle Hinchey는 "농업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으며, 우리 

뉴욕 농업계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의 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후 탄력적 농업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한 이러한 기금 덕분에 더 많은 농부가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극한의 기후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해한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투자는 극한의 날씨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 경제가 의존하는 토양, 물 및 공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농장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투자는 이러한 노력의 선두주자로 뉴욕의 농업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뉴욕 농장사무국은 기후 탄력적 농업 프로그램의 지원과 더불어 

우리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농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의 David Brass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오늘날 기후 

변화에 맞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은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와 협력하여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극한의 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오랫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기후 탄력적 농업 지원금이 그들이 

노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음 라운드는 이러한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 전역의 수십 개의 농장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를 분리하는 

모범적 관리 방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최소 40%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 수요 부문에서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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