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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가 1,310만 달러 규모의 농업용수 품질 보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42개의 농업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2017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향후의 프로젝트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금을 증액합니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가 120개 이상의 농장들에 혜택을 주면서, 주 전역에 걸쳐
42개의 농업용수 품질 보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1,310만 달러가 승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25개의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사무국(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에 제공된 자금은 농부들이 우선
순위가 높은 분수령에서 수질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다함께 뉴욕의 수로들에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침식을 줄이며,
해로운 침전물과 그 밖의 퇴적물의 분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2017 회계연도 예산에서 1,900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향후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수로가 오염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발전하는 농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자금은
농부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소중한 물과 주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할 것이며, 주 전역에 걸친 120개 이상의 농장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건전한
환경 보호를 육성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사무국들이 농부들을 위해서 경쟁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환경 계획 수립을 수행하거나, 농업용 폐기물
저장 시스템, 하안지 완충 시스템, 보존 피복 작물 및 구조적 토양 보존 실무 등과 같은
최선의 관리 실무를 구현하기 위한 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1994년에
개시된 이래, 농부들이 농업용 출처로부터 오염을 줄이고 방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주
전역에 걸쳐 53개의 토양 및 수질 보존 사무국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42개의 프로젝트로부터 주 전역에 걸쳐 120개 이상의 농장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중앙 뉴욕 - 3,529,219.00달러
 서부 뉴욕 - 2,428,364.00달러
 핑거 레이크스 - 1,897,956.00달러

 수도권 - 1,819,881.00달러
 모호크 밸리 - 1,818,638.00달러
 서던 티어 - 810,551.00달러
 노스 카운티 - 418,424.00달러
 미드 허드슨 - 337,755.00달러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완전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패티 리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은 자신들이 활용하는 토지를 잘 보호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의 예산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증액을
옹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 주 전역에 걸친 농부들이 우리 주의 선도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극히 중요한 일을 지속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빌 매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농업용수 보호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관리되면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자금 지원은 우리
농장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신선한 현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한편으로는
수로와 환경의 온전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뉴욕 주 농업 및 시장 커미셔너인 리차드 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주의 가장
소중한 자연 자원 중 하나는 물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물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우리 농부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계속 생산하면서,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오염물질을 경감시키고, 보다 양호한 환경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자금을 증액함으로써,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 주 의원들은 미래에 우리의 수로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바실 세고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농부들이 우리
주의 수로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돕는 데 극히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의 농부들은 우리의 호수, 개울 및 강을 환경 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마음을 가진 보호자로서 최선의 관리 실무를 시행할 것입니다.”
뉴욕 주 토양 및 수질 보존 위원회 위원장 데일 스테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에서는 현장에서 보존 조치를 취하고, 혁신적인 최선의 관리 실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을 우리 주의 농업 커뮤니티에 제공합니다. 주의 자금을 이러한 보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통해서 주의 자연 자원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도 제공합니다.”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및 관리 프로그램은 뉴욕 주 환경보호기금(EPF)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주에서는 2016-17 주 예산에서 이 기금을 3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 농업시장부와 뉴욕 주 토양 및 수질 보존위원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더 좋은 수질, 기후 복원력,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농업 시스템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인 농업 환경 관리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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