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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만 달러 발표
주지사 지구 주간을 맞이하여 기후 대응 보조금 140만

프로젝트들은 환경 변화로 인한 농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뉴욕주 농장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2016-17 주 예산에는 환경 보호 기금을 통한 제II 차수의 추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뉴욕주
농장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기후 변화 대비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140만
달러를 교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구 주간을 맞이하여 발표된 이 보조금은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5개 지역 농장,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을 진흥하고, 물 및 토양의 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환경 보호에서 전국을 리드하는데 이 보조금은 그 진보를 토대로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더욱 탄력적인 주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사상 최초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자연 자원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또한 우리
농장들의 지속적 힘과 생존력을 앞으로 수 십년 동안 보장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의 환경 보호 기금을 통해 충당되는데, Cuomo
지사의 2015 기회 어젠다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2016-17
뉴욕주 예산은 이 최초 차수의 기반 위에 EPF를 통한 추가 보조금을 포함하며 농업
생산자들이 강력한 폭풍우와 가뭄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다음 프로젝트 카테고리 중 하나를 위한 보조금이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에 교부되었습니다: 농업 폐기물 저장 및 소각 시스템; 농장 물 관리 시스템; 토양
건강 시스템.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agriculture.ny.gov
Finger Lakes 지역
• $429,929- Wyoming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 $19,955- Genesee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2개 프로젝트)
• $157,160- Wayne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2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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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중부 지역
• $268,350- Cortland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 $102,127- Onondaga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2개 프로젝트)

뉴욕주 서부 지역
• $141,500- Erie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Hudson Valley 지역
• $75,000- Orange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주도 지역
• $26,705- Albany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
주 농업부 장관 Richard A. Ball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농장들을 훌쩍 넘어 멀리 도달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재배자와 생산자들이 더 좋은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들
중 다수는 극한 날씨 조건에서 우리 주변 자연 자원에 또 한 층의 보호를 추가하여 뉴욕주
커뮤니티의 충격을 줄일 것입니다.”
뉴욕주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 토양 물 보전 위원회 의장인 Dale Stein은
말했습니다 “토양 물 보전
위원회는 기후 변화가 농업 커뮤니티에 미칠 충격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시장부, 코넬대학교, 토양 물 보전 지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농업 환경
관리 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민들을 포함한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고 뉴욕주 전역의 농장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CenterState CEO의
의 사장 겸 뉴욕주 중부 지역 경제개발협의회 공동의장인 Robert
Simpso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기후 변화 대비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우리의 전반적 지역 경제 추진체인 뉴욕주 중부 지역의 오랜 농업과 우리
시골 커뮤니티들을 뒷받침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낙농, 과일 및 채소
산업을 강화하는 혁신적 기술에 지역의 풍부한 자연 자원들을 연결하려는 노력에
필수적입니다.”
New York Farm Bureau 총재 Dean Norto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그
성격상 환경 지킴이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 보조금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기후 변화로 농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rtland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의 Amanda Barber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들이 보전 관행을 진흥하고 실천할 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날씨 패턴과 조건에 직면하여
더욱 탄력적일 수 있다는 전망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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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oming 카운티 토양 물 보전 지구의 Greg McKurith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는
Wyoming 카운티뿐만 아니라 전주적으로 많은 현지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인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농민들은
다른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직면하지 않는 긴 리스트의 도전에 직면합니다—즉,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고 극한 날씨 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은 뉴욕주가 이 프로그램에
다시 투자하여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면한 농민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튼튼히 하고 극히 중요한 우리 자연 자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인 Bill Magee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농민들은 좋은 날씨, 좋은 토양,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극적인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농장 배출 가스를 줄이고 더욱 빈번한 홍수 및 기타 심한 날씨가
농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본인은
이 보조금을 지지하신 주지사, Ball 장관과 본인의 의회 동료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기후 변화 대비 시험적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둔 다른 여러 이니셔티브도 작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된
뉴욕주의 기후 주간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우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Roberto Clemente 주립공원의 Harlem 강변 녹지화 및 태풍 대비를 내용으로
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뉴욕 주의 전문 대학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300만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대회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비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뉴욕주 환경 보호 기금에서 나오며
뉴욕주 농업시장부에 의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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