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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년도 농업환경관리상 수상자로
주지사 CORTLAND 카운티 농장을 2015년도
선정하고 이를 축하하다
McMahon 가의 E-Z Acres 의 선진농업활동이 환경 지킴이로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rtland 카운티 농장을 뉴욕의 최우수 환경상 –
2015년 농업환경관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축하했습니다. 이 상은 매년 토양과 수질
보호를 위해 뛰어난 활동을 펼친 농장에게 수여됩니다. McMahon 가의 E-Z Acres
Farm은 Seneca Falls의 Empire Farm Days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구역과 함께 그 활동을 인정 받았습니다. 뉴욕주농업및시장부, Empire
State 감자재배농가, American Agriculturist Magazine은 환경 윤리, 발전적 생산 방식,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인정에 E-Z Acres Farm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우리의 토양과 수질 보호 및 보존은 뉴욕주 농가에게 점차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좋은 환경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갈채를
보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상을 받으신 McMahon
가문과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지구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전향적인 솔루션은 농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기회를 증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cMahon 가는 뉴욕 Homer에 소재한 Skaneateles Lake 분수령의 2,500 에이커의
대지에서 68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축업을 위해서 옥수수, 알팔파,
건초용 풀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관리 원칙을 일찍이 채택한 E-Z Acres 농장은
생산성도 향상시킨 여러 가지 보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농업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cMahons 가족은 훌륭한 환경 및
동물관리 방식을 최우선사항으로 삼은 곳입니다. 농업지속가능성을 위해 힘쓰신
이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Cortland 카운티 SWCD의 중요한 지원과 함께 환경을
생각한 목축 활동은 다른 농장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에게도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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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장은 전통적인 알팔파-옥수수 사일리지 회전 방식을 집약적인 풀 재배 방식으로
바뀌어 토양 보존 능력을 높이면서 목축의 건강도 향상시켰습니다. E-Z Acres가
Cortland 카운티의 유일대수층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McMahons 가문은 개울과
우물 시험을 통해서 수질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일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농장은 농장의 300만 갤런 비료저장고, 연간 옥수수 사일리지 밭의 간작, 토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 사료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라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또한 조명기기들을 에너지 효율 장치로 교체하여 전 농장의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하였습니다.
McMahon가의 E-Z Acres의 소유주 겸 파트너인 Michael McMah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McMahon의 E-Z
Acres는 일을 올바로 했을 뿐 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
다른 많은 분들처럼 우리는 환경을 돌보면 환경도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McMahons 가문은 뉴욕주에서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최초 농가였으며, 농장 과 농업계
이익을 대표하는 커뮤니티의 선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E-Z Acres는 연례 Farm Field Day
for Cortland County 5학년과 Cornell University 농업관리 클래스를 포함에 여러 연례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Syracuse 로터리클럽과 제휴하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농장 견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전 구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카운티 내에
선진 농업 환경 관리 활동을 위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구역은 피드백을
활용하여 농업 부문에서 환경 관리 활동을 향상합니다.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전 구역 담당자인 Amanda Bar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대체로 업무와 한 방식으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는 농장과
농업생산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McMahon 가의 EZ Acres와 같은 혁신적이고, 정보력
있고 진취적인 농장들은 Cortland 카운티에서 지역보존 프로그램과 농업환경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구역은 매우 활동적인 농업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구역이 시작된 이후로 387여곳의 농장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일반 농장 활동 외에도 순환식 방목 계획과 이행 지원, LSF(living snow fences)를 위한
계획 및 이행, 내둑(streambank) 안정화, 강기슭 완충지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뉴욕주
농업 비점원 오염 완화 및 제어 교부금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지원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1996년 이후,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진 보존 구역은 교부 기금으로
620만여 달러를 지원 받아 카운티 내 58개 농장에서 건전한 환경 보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Z Acres Farm 역시 2007년의 Cortland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전 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농장주 파트너 활동(Farmers Partnering to Protect the Environment), 201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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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neateles Lake Watershed Agricultural Program의 Environmental Steward of the
Year올해의 환경지킴이(Environmental Steward of the Year)상을 포함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주 농업환경 관리 프레임워크는 천연자원 보호와 농업계의 경제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인센티브 방식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미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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