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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농장과 농업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SOUTHERN TIER 농업 향상
프로그램 예산 2500만
만 달러 발표

이 프로그램은 농업 생산과 환경 향상을 진흥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적격 기준은 지금 온라인에 있고, 신청은 1월 19일부터 받음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Southern Tier 농업 향상 프로그램 예산 2500만 달러에
대한 프로그램 기준 공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적격 요건은 현재
www.agriculture.ny.gov에서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장과 농업
비즈니스가 Allegany, Broome, Cattaraugus, Chautauqua, Chemung, Chenango,
Delaware, Schuyler, Steuben, Tompkins 및 Tioga 카운티에서 확장하여 조업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향상을 진흥하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를 위한 필수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은 2016년 1월 19일부터 받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농업은 업스테이트 커뮤니티의 경제 엔진으로서 성장을 추진하고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합니다.
말합니다 “본인은 농업 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주 예산 2500만 달러를 발표하여 자랑스러우며, 그것은 Southern Tier의 모든 농민과
농업 비즈니스에 필수 지원을 제공하여 뉴욕주의 농업 경제를 지속 성장시킬 것입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농장의 농업 생산을 증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환경 자원을 더 잘 관리하고 향상시키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주 자금이 교부되는
프로젝트는 건설, 개조, 관개, 배수, 환경 향상, 펜스, 격자울 및 온실 관련 경비로 최대
100,000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 보호 또는 향상을 위한 모범 계획을
입증하는 적격 신청자는 그들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10,000 달러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시장부가 카운티 토양물보전지구(SWCD)와 조율하여 본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SWCD는 프로젝트들을 예비 심사하고 교부금 이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교부는 2년 기간 동안 또는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청서는
각 해당 카운티 SWCD를 통해 입수되고 지역별로 제출될 것입니다. SWCD 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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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신청자는 농장 운영에 대한 농업시장부의 정의를 충족하고 3년내 뉴욕주 농업 환경 관리
프로그램 참여 또는 프로그램 참여 약속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기준에 설명된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시장부 장관 Richard A. Ball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11개 카운티 지역에
투자하려는 주지사의 표적 이니셔티브는 농업을 위한 큰 승리이며, 우리는 신청자들에게
프로그램 내역을 제공하고 몇 주 내에 그들의 제안을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흥분됩니다. 제공되는 교부금은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기 원하는
많은 농장과 농업 비즈니스의 향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농토를 보전하는 것은 뉴욕주의 농업이 번영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지를 갖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농민과 농업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곧 이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업을 더욱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토지 환경 보호를 향상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인 Bill Mage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지사가
오늘 발표한 농장과 농업 비즈니스를 위한 교부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려하고 11개
카운티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지와 자연자원의 보호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Southern Tier의 농업 생산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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