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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중앙중앙중앙중앙 ADIRONDACKS 야외야외야외야외 휴양을휴양을휴양을휴양을 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개선하고 확장하는확장하는확장하는확장하는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발표발표발표발표 

 

Abanakee 호수호수호수호수 댐댐댐댐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승마승마승마승마 시설시설시설시설 확장확장확장확장, OK Slip 폭포로폭포로폭포로폭포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트레일트레일트레일트레일 설치하여설치하여설치하여설치하여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관광관광관광관광 

자산자산자산자산 구축구축구축구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dirondack 공원의 야외 활동 기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제의 Adirondack Challenge의 부지인 Indian 강의 

Abanakee 댐을 업그레이드 하는 75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2회 Adirondack Challenge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강조하고 지역의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Indian 호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Essex와 Hamilton 카운티에서 새로운 승마 시설과 트레일을 

개발하는 25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승마 목적지이자 Hudson Gorge Wilderness에 

있는 OK Slip 폭포로 향해 가는 새로운 하이킹 트레일을 오픈합니다.  

 

“Adirondack 공원은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비교할 수 없는 야외 활동 지역이며, 또한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한 관광 및 경제 활동의 주요 원동력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끌기 위해 Adirondack Challenge을 개최하였고, 오늘 우리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여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원의 호수와 숲은 하이킹, 패들링, 승마 등 다른 많은 야외 활동을 위한 완벽한 장소이며, 

이 기금은 지역 사회가 이 뛰어난 천연 자원의 전체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dirondack Challenge은 여행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강조하기 위해 야외 활동의 

날로 수백 명의 선출 공무원, 기업계 리더와 관광 업계 대표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Challenge의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는 Vermont 주지사 Peter Shumlin와 함께 래프팅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Adirondack Challenge의 사진들은 여기에서 가능하며 Cuomo 주지사와 Shumlin 주지사가 래프팅을 

하는 b-roll이 있는 h264, mp4 포맷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그 날 행사의 마무리로, 

Cuomo 주지사는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인식하는 수상 행사를 했고 Taste NY 점심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리셉션에서 Cuomo 주지사의 발언의 비디오는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으며 Shumlin 

주지사의 발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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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akee 호수호수호수호수 댐댐댐댐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Indian 호수의 도시는 국가 댐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Indian 강의 Abanakee 호수 댐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7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선 작업은 Indian 강에서 Hudson 강과 Hudson 

계곡을 통해 헤엄치는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할 수 있습니다. 

Adirondack Challenge의 래프팅 부분은 Indian 강의 이 부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래프팅은 이 지역에 방문자에 대한 흥미롭고 인기 있는 활동이며, 래프팅 업계도 주민과 인도 

호수의 도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래프팅 업계는 여름 시즌에 걸쳐 Hudson 강에서 뗏목에 

필요한 물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Abanakee 호수에서의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마승마승마승마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Essex 카운티의 Minerva, Newcomb and North Hudson 타운과 Hamilton 카운티의 Indian 호수와Long 

호수는 지역 사회의 승마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총 25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투자되는 프로젝트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마을에 있는 말 트레일러에 다섯 개의 주차 구역; 

• 콘크리트 바닥과 물이 있는 극 헛간; 

• 회색 물 및 트레일러 하수의 처리를 위한 1,000 갤런 저장 탱크; 

• 두 가지 접근이 장착 플랫폼, 및  

• 말 세척 구역.  

 

뉴욕주 환경 보전국(DEC)은 현재 다섯 도시를 둘러싼 Essex Chain 호수 단지에서 말 산책로를 

식별하고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EC는 또한 말과 자신의 기수들이 남쪽에서 Essex 

Chain 호수 단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Indian 호수의 타운에서 Cedar 호수를 건너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Adirondacks의 아름다운 땅과 바다는 모든 연령과 능력의 사람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범주를 제공하고, Cuomo 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DEC 국장 Joe Martens이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역 

사회가 Adirondacks의 뛰어난 풍경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며 방문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19,200 에이커의 Essex Chain 호수 단지는 Adirondacks의 최신의 숲 보존 땅의 일부입니다. 총 

18부분의 수역은 단지에서 3 에이커의 Chub 연못에서 216 에이커의 세 번째 호수에 크기에 

이르기까지 총 785에이커입니다. Hudson 강 상류 뻗은 부분은 동쪽 경계를 형성하고 Cedar 강은 이 

땅의 남쪽 부분을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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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는 사람들은 호수, 연못, 강, 및 주위의 Vanderwhacker 산 및 Fishing Brook 산맥의 일부의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OK Slip 폭포폭포폭포폭포 트레일트레일트레일트레일 

 

Hudson 계곡 야생 지역의 OK Slip 폭포 트레일은 어제 Adirondack Challenge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3마일의 하이킹은 전체 폭포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트레일 헤드의 주차 공간은 약 7.5 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Indian 호수 지역 사회의 28번 도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헤드 자체는 주차 공간에서 0.2 km 떨어진 지점에 28번 도로 북쪽에 

있습니다. 트레일은 또한 Ross, Whortleberry, Big Bad Luck 연못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트레일 등산객들은 OK Slip 폭포를 향해 0.5마일 정도 우회전해야 합니다. OK Slip Gorge의 동쪽에서 

관람을 위해 트레일을 따라 2.5마일을 가십시오. 

 

OK Slip 폭포는 Adirondacks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이며 그 물은 Hudson 계곡 중앙 근처의 

Hudson 강으로 흘러갑니다. 폭포는 주에서 2013년에 자연 보호 협회에서 구입한 2,780 에이커 OK 

Slip 폭포 트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확장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가 자연 보호 협회(TNC)에서 토지 69,000 에이커를 취득하는 

5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토지는 전 Finch Pruyn 회사에 의해 판매된 토지 

161,000에이커의 일부로 TNC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국가는 2012년에 Essex 

Chain 단지에 있는 토지의 대부분을 구입하였고, 2013년에는 Hudson 강과 Indian 강 합류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달 초 Cuomo 주지사는 Essex Chain 호수 단지에서 야영, 패들링 및 다른 야외 활동등의 추가적인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호수와 연못의 해안을 따라 지정된 13곳의 

원시적인 텐트 부지는 DEC과 Adirondack 생태 센터에 의해 관리 허가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선된 하이킹과 패들링 기회를 통해 접근이 나아졌습니다. 

 

Indian 호수 타운 관리자 Brian Wells는 “Cuomo 주지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Indian 호수 타운은 

Abanakee 호수 댐을 만들고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주지사의 행동에 감사 드립니다. 이는 댐의 

안전을 위해 중요 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주요 경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주지사의 자금 조달이 승마 시설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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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Hudson 타운 관리자 Ron Moore는 “저와 North Hudson 타운 전체는 이 발표로 흥분되고 이 

자금의 가능성은 이 지역에서 승마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North Hudson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5개의 타운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nerva 타운 관리자 Steve McNally는 “이 5 타운 지역에 흥미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확실히 우리 지역을 A급 목적지로 만드는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력에 감사하고 함께 전진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ong Lake 관리자 Clark Seaman은 “이는 환상적입니다. 이 기금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현실에 

고품질의 승마 대상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의 

도시에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사용자들 그룹을 가져올 것이고 경제적 이익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ewcomb 타운의 부 관리자 Wes Miga는 “Cuomo 주지사에 감사 드립니다! 승마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 투자는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 다섯 도시가 공유하는 새로운 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이 지금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일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dirondack Mountain Club 전무 이사 Neil Woodworth은 “ Adirondack Mountain Club은 25만 달러를 

받는 다섯 개의 타운의 지지를 받으며 승마 시설을 개발하고 보존되는 숲의 5개의 타운에서 승마의 

기회를 증대할 것입니다.” 

 

Adirondack 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이사 John F. Sheehan는 “우리는 Essex Chain 호수와 Hudson 강 

상류 유역에 투자하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주에서 적절한 공공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 지역의 생태학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작업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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