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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티어 농업 증진 계획을 통해 1800만 달러 지원 발표 

 

11개 카운티의 농업 생산 증대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214개 프로젝트에 교부금 

지원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성공적 업스테이트 지역 재건 사업인 Southern Tier 

Soaring의 발전을 촉진하는 교부금 

 

2차 라운드 신청인들에게도 기금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티어 농업 증진 계획 1차 교부금으로 1,8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뉴욕 주 자연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과 보호를 촉진합니다. 

이번 1차 라운드에서는 서던티어 지역 11개 카운티의 214개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교부금은 서던티어 지역의 경제 성장에 핵심 요소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장려”한다면서,”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백여 농장의 사업 확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이번 자금 지원은 향후 수년간 이 지역의 

성장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들에게 선착순으로 교부금이 배정되었으며,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자연자원의 보호 및 개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00,000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건축, 개보수, 관개, 배수, 울타리 치기, 

격자틀, 온실,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남은 기금 약 400만 

달러는 2차 라운드 신청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을 지급 받으려면 신청서 제출 전, 지난 3년 사이에 뉴욕 주의 농업환경관리 

(Agricul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야 합니다. 

농업환경관리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의 영농 목표 달성과 환경보호 실천 관행의 확립을 

지원하는 인센티브형 프로그램입니다. 환경적 책임성의 증진에 주력하는 프로젝트는 

추가로 10,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농업시장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이 카운티 토양수자원보전지구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와 조율하여 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수자원보전지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금의 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카운티  프로젝트 수 지원액수  

Allegany 

카운티 15 $1,349,014.00  

Broome 

카운티 9 $797,320.00  

Cattaraugus 

카운티 20 $1,677,752.00  

Chautauqua 

카운티 51 $4,263,516.00  

Chemung 

카운티 5 $450,000.00  

Chenango 

카운티 12 $1,115,788.00  

Delaware 

카운티 28 $2,224,512.00  

Schuyler 

카운티 11 $900,000.00  

Steuben 

카운티 41 $3,456,170.00  

Tioga 

카운티 14 $1,237,013.00  

Tompkins 

카운티 8 $620,390.00  

 

합계  214 
 
$18,091,475.00  

 
 

주 농업국장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로 

가능해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은 해당 지역과 산업, 그리고 환경에까지 광범위한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뉴욕 주 농업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열성에 

찬사를 보내며, 2차 신청 접수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주 상원 농업위원회의장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주 

전역에 분포하는 만큼, 우리 주의 주축 산업이며 뉴욕 주에 속하는 수많은 지역사회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거대한 원천입니다. 저는 뉴욕 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져 기쁜 마음이며, 이 투자의 도움으로 우리 주의 농업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꾸고 보호해온 우리 주 영농인들의 전통이 더욱 확고히 

지속되기를 고대합니다.” 

 

의회 농업위원회의장 Bill Magee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우리 주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 교부금 지원은 우리 주 농장의 발전 및 

강화와 환경 건전성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토양수자원보존지구(Soil & 

Water Conservation Districts)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번 농업 투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미래의 생산을 확고히 할 것인 바, 저는 뉴욕 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비옥한 서던티어 지역에 이 기금을 배정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약 400만 달러의 2차 기금 지원은 Broome, Cattaraugus, Chenango, Steuben, Tioga, 

Tompkins 등 6개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수여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와 자격 요건에 관한 

모든 정보는 해당 지역 토양수자원보존지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수자원보존지구(SWCD)의 연락처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Southern Tier Soaring”은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입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와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의 추진 등 이 계획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Binghamton), 존슨시티(Johnson City), 

코닝(Corning)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쿠오모 주지사가 2015년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재생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할 때, 이 

지역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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