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1,68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발표  

  

농업 용수 수질 보존 프로젝트(Agricultural Water Quality Conservation Projects) 54 

건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27 곳에 제공된 기금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2018-2019 년도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에 명시된 깨끗한 물 프로젝트(Clean Water Initiative)를 재정 지원하는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농업 용수 수질 보존 

프로젝트(Agricultural Water Quality Conservation Projects) 54 건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1,68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31 곳의 농장이 수혜를 입게 될 이 

기금으로 뉴욕 수로의 오염을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들을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의 가장 훌륭한 경제적인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뉴욕주 전 지역의 농부들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또한 소중한 천연 자원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뉴욕은 근면한 농민들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최고의 

농업 기법을 만들면서 미국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수로를 보장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이번 투자로 수질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보존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24 곳이 넘는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들이 농민들을 대신해서 주정부의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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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천연 비료 저장을 통한 양분 관리, 



 

 

개천을 따라 완충이 되는 식물, 피복 작물 보존, 기타 토양 보존 조치 등과 같은 환경 계획 

또는 최고의 관리 기법 시스템 구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으로 지급된 24 회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스 컨트리: 프로젝트 11 건을 위한 보조금 4,057,532 달러  

• 센트럴 뉴욕: 프로젝트 11 건을 위한 보조금 3,406,650 달러  

• 핑거 레이크스: 프로젝트 13 건을 위한 보조금 3,013,527 달러  

• 웨스턴 뉴욕: 프로젝트 6 건을 위한 보조금 2,738,209 달러  

• 모호크 밸리: 프로젝트 7 건을 위한 보조금 1,421,801 달러  

• 주도 지역: 프로젝트 2 건을 위한 보조금 893,800 달러  

• 롱아일랜드: 프로젝트 2 건을 위한 보조금 663,786 달러  

• 서던 티어: 프로젝트 2 건을 위한 보조금 634,175 달러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griculture.ny.gov/Press Releases/agnps_r24_project_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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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뉴욕주의 천연 자원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임을 인식하여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와 이 보조금을 수령한 

농장 지역사회의 파트너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보조금은 뉴욕의 수로, 농업 

관련 기업,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려 깊은 계획과 깊은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전뿐만 아니라 

뉴욕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이 보조금은 뉴욕의 농업 지역사회가 우리 수자원을 보호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 운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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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의 Dale Stei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점 오염원 통제를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뉴욕주가 농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농장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 차례의 1,600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으로, 130 곳 이상의 농장이 최고의 관리 기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비용 분담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이 기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비용 분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우리 다음에 올 차세대를 위해 우리의 수자원, 토지, 공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농장은 거의 없습니다.”  

  

https://www.agriculture.ny.gov/Press%20Releases/agnps_r24_project_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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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농민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으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장과 가족이 매일 의존하는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이 오늘 발표한 새로운 프로젝트 기금은 그 임무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농민이 

수로를 보호하고 토양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 농장에서 최고의 

관리 기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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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근면한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와 환경에 대한 

훌륭한 환경 지킴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대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또한 뉴욕주 전 지역의 식탁에 올라가는, 농장에서 재배하는 신선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오랜 기간 뉴욕주에서 이러한 지원이 

어떻게 농업을 강화하는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위원장인 Thomas O’Ma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주정부 

투자입니다. 농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유해 녹조(Harmful Algae Blooms)를 

번식시키는 유출수 및 침식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경제와 환경의 질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농민과 지역 

보전지구에서 오래 지속된 성공적인 협력관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의 위원장인 Bill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은 뉴욕주 전 지역의 우리 농장 및 

지역사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 보조금은 수질을 보호하고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농장이 신선한 로컬 푸드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보존 위원회(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에서 최고의 관리 기법을 결정할 때 

수질을 고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돕습니다. 이 방식으로 토지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향후 오랜 기간 천연 

자원이 보호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금을 확보해 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는 농지 보호, 농지 

보존, 선제적인 환경 지킴이 활동 등으로 뉴욕의 토지 및 수자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수자원 사업국(Land and Water Division)을 통해,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을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부서가 뉴욕주 토양 및 수자원 보존위원회(New York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ttee)와 협력하여 관리합니다.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은 역사적인 3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통해 2017-18 년도 주정부 예산(State Budget)으로 재정 

지원됩니다. 1993년 이후 뉴욕주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약 1억 9,300만 달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관리(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AEM) 

체계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이는 농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영농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광범위한 대책입니다.  

  

카운티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지구(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비용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획 및 구현의 여러 

단계를 통해 관심 있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환경 관리(AEM) 체계를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뉴욕주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 비점 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Agricultural Nonpoint Source Abatement and 

Control Program)은 또한 뉴욕주 축산 농장의 수질 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최대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포함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2017년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역사적인 수질 보호 기법을 제공하려는 

주지사의 대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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