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3년 2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무료 스노모빌 주간 발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주 외 스노모빌러 등록 면제  

  

3월 첫째주는 매년 무료 스노모빌 주간으로 지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올해 3월 3일부너 5일을 매년 3월 첫번 째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을 무료로 주 외 지역 및 캐나다 스노모빌 이용자들이 무료로 스노모빌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모션 주말 동안, 등록 및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0,500 마일에 달하는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달려 보고 싶은 타주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해 뉴욕주 등록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 정부 및 스노모빌 클럽의 지원과 함께, 

뉴욕주 트레일로 매년 주 외의 스노모빌 애호가들을 맞이할 수 있어 기쁩니다. 매년 

동기에 무료 스노모빌 주간을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우정을 강화하고 연간 여행을 

계획하며 업스테이트 관광을 부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범위한 스노모빌 

네트워크는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 외 및 캐나다 무료 스노우모빌 이벤트 참가자는 자신의 고향/주에 유효한 등록된 

스노모빌을 운영하고 있어야야 하며, 해당 지역/지방에서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모션을 제외하고, 다른 주와 캐나다의 스노모빌러는 허드슨 

밸리에서 노스 컨트리까지 웨스턴 뉴욕까지 펼쳐저 있는 주 트레일을 이용하기 전에 

스노모빌을 뉴욕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올해 3월 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무료 스노우모바일 주말은 주 및 지역 경제에 대한 

관광의 중요성과 팬데믹 이후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뉴욕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뉴욕주는 

스노모빌 트레일 유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가 거둔 스노우모빌 

등록비로 재정 지원되며 스노우모빌 트레일 개발 및 정비 기금(Snowmobile Trail 

Development and Maintenance Fund)에 예탁됩니다. 카운티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이 

트레일을 차례로 관리 및 정비하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클럽 약 230 곳에 

보조금을 나누어 줍니다. 이 트레일 보조금은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이 스노우모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정된 10,500 마일 거리의 지정 트레일을 

지원합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이 주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더욱 많은 겨울 야외 활동 

애호가들을 엠파이어 스테이트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레일을 유지하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스노모빌 클럽과 지방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개발공사 부사장 겸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스노모빌 트레일 수천 마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뉴욕주 겨울 전경을 

탐색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독특한 야외 활동, 독창적인 로징, 맛있는 음식과 

음료, 모든 여행을 만족시키는 경험 등 우리의 무료 스노모빌 주간은 뉴욕주 전역에서 

얼음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MV는 뉴욕이 

스노모빌을 위해 마련한 트레일 시스템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트레일 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면 장비를 등록하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호가들이 반드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즐기며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Jennifer Senf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 (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외 주민을 위해 3월 3일부터 5일까지 무료 

스노모빌 주간을 선포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주외 

방문객들이 10,000 마일이 넘는 뉴욕주 트레일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트레일 상태는 강설량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주립공원은 스노모빌, 낚시, 스키, 

스노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얼음이나 눈이 쌓인 수역에서 

활동을 즐길 때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따듯한 기온이 향후 

일주일간 예상되며, 이로 인해 빙결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 두께는 동일한 

수역 내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올 겨울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호수 및 수역의 

빙결이 강하지 않습니다. 얼음이나 눈이 있는 수역에서 활동을 즐길 때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 주십시오. 얼음 위의 스노모빌 트랙 자국 또는 발자국의 흔적을 보고 얼음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낚시꾼은 지역 얼음 상태를 점검한 후 

희박한 위험성이라도 감지된다면 그 상황을 피할 것이 좋습니다. 얼음의 두께를 

알아보지 않고 활동을 하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가 활동 

애호가들이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정부 

자금은 지원받은 스노모빌 트레일은 언 수역을 절대 지나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를 포함하여 트레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위해,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의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스노우모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안전한 탑승 연습 및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규칙,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 웹 사이트에서 스노우모빌과 스노우모빌 클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네트워크 지도는 바로여기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I LOVE NY의 스노모바일 여행 가이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MV는 뉴욕주 스노우모빌 애호가에게 스노우모빌 등록을 매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DMV는 스노우모빌 애호가가 온라인 DMV 웹사이트나, 우편 또는 DMV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노우모빌 등록 비용은 100 

달러이지만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45 달러로 

경감됩니다.  

  

프로모션 주말 전후에 뉴욕 주에서 스노우모빌을 운행하려는 비 뉴욕 주민은  뉴욕주 

스노우모빌 뉴욕주 등록(NYS Registration for Out-of-State Snowmobile) 서비스를 통해 

15일 등록 허가를 얻어 여기에서 스노우모빌을 즉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DMV는 

우편으로 종신 등록증을 송달합니다.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주정부 토지에서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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