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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농업에 대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만 달러 지원 발표  

  

농가의 환경 영향 감소 노력과 올해의 가뭄을 포함한 심각한 기후 현상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 3차 보조금 프로그램  

 

2015 년 이후 37 곳의 농장에 총 290만 달러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가의 환경 영향 감소 노력과 심각한 기후 현상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후 복원을 위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을 통해 제 2차 지원금 200만 달러가 

집행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 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며, 악화된 수질 및 토양 품질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농장 내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실행하기 위해 총 

290만 달러가 뉴욕주 전 지역의 농장 37 곳에 제공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폭풍과 악천후가 이제 뉴욕과 미국 전 

지역의 새로운 정상적인 기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기후 변화의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로부터 우리 농장들을 계속 보호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우리 천연자원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뉴욕의 활동을 돕는 

귀중한 공헌의 하나입니다.”  

  

이 기후 복원을 위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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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들을 위해 경쟁력 있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폭풍우와 가뭄 기간의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을 농업생산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반드시 농업 

폐기물 창고 방호 및 메탄 가스 집적 시스템, 수질 관리 시스템, 토양 건강 유지 시스템 

등의 사업 부문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다시 한번 역사적인 액수인 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 2017-18 년도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이 감독하게 

됩니다.  

  

기후 복원을 위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에 

대한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기금 수령 

기회(Funding Opportunities) 아래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제안서 마감 시한은 2018년 2월 26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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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부들은 2016 년과 작년의 기록적인 가뭄과 초여름에 발생한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해 지난 2 년 동안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기후 복원을 위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 program)은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농부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환경도 지키는 더욱 

강한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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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에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의 근면한 농부들이 봉착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날씨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농부들은 날씨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관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뉴욕의 주요 산업이 계속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Ball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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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농부들은 기후 변화 및 기타 환경 

요인으로 인한 가뭄, 홍수, 더위 스트레스, 해충 등과 관련된 요인들 때문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 기금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면서 

손실을 완화하고 위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농부들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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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의 Dale Stei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많은 

뉴욕 농부들이 이 토지를 지키는 관리인이 되어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뭄과 폭우 양쪽 모두 작황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지구(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는 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부들과 협력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s://www.agriculture.ny.gov/RFPS.html#_blank


기후회복영농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농지 보호, 농지 보존, 선제적 

환경 보호를 통해 뉴욕주의 토지 및 수자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수자원 사업국을 

통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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