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 지역사회들의 경제 개발을 위한 
75 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에 대해 발표 

  
지역사회가 증가하는 관광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인프라와 편의 시설을 

개선할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최근 보리아스 연못 (Boreas Ponds) 지대 및 주변 

숲에서 경제적 기회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얻기 위해 센트럴 애디론댁 지역의 

지역사회들에게 75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 TNC)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이 보조금은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가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접근 기회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는 야외 

관광 및 경제 성장을 위한 끝없는 기회를 자랑하는 뉴욕주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들 지역사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고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 어퍼 허드슨 레크리에이션 허브 (Upper Hudson 

Recreation Hub) 보조금은 뉴욕 공익 법인인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 (Natural 

Heritage Trust, NHT)를 통해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서 관리합니다. 에섹스 카운티 산업개발청 (Essex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은 또한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달하기 위해 소기업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애디론댁 지역사회 및 기업체들을 

위한 경제 개발 기회와 함께 우리의 토지 보존 활동을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 (NHT), 에섹스 카운티, 지역 공무원들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 보조금은 지역사회를 돕는 데 있어 레크리에이션 인프라를 강화하고 

애디론댁의 이 굉장한 지역에서 감탄할 만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촉진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뉴욕의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 심장부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관련된 새로운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 및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 (Natural Heritage 

Trust)와 협력해왔습니다. 이 보조금에는 인디언 레이크, 롱 레이크, 미네르바, 뉴콤, 노스 

허드슨의 어퍼 허드슨 레크리에이션 허브 (Upper Hudson Rec Hub) 지역사회의 

지자체로 제한된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 전략을 실행하고 

물리적 자산을 개발하는 지자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약 25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보조금들은 다음과 같이 수여되었습니다.  

노스 허드슨 

타운과 제휴 

중인 에섹스 

카운티 

애디론댁으로 가는 관문 (Gateway to the 

Adirondacks) - 최종 계획 및 설계 

명세서 애디론댁의 심장부에 위치한 미래의 

애디론댁으로 가는 관문 (Gateway to the 

Adirondacks) 부지는 몇 년 동안 비어있는 

대중적인 테마파크인 프론티어 타운 (Frontier 

Town)을 한 때 개장해던 곳입니다. 총 약 290 

에이커에 대한 평가에는 제안된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지하수, 습지, 생태, 환경, 측량, 

지질 공학, 상하수도 수요 조사 결과가 포함될 

것입니다. 계획은 향후 이 부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쉬룬 리버와 근처의 공공 토지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여 캠핑/산장, 승마 사용 구역, 

이벤트 구역, 방문객 센터, 상업적 용도,하루 

이용 지역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 

계획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21,618 달러  

미네르바 

타운과 제휴 

중인 에섹스 

카운티 

미네르바 레이크 댐 보강공사: 안전 검사는 

미네르바 레이크 댐 (Minerva Lake Dam)을 

유지보수하고 환경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피하며 이 지역으로 인도하는 타운의 

레크리에이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댐을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타운은 경치 좋은 전망, 편안하게 고립된 

캠프장,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 매점, 화장실 

겸 샤워시설, 2곳의 새로운 놀이터, 모터가 

달리지 않은 보트용 공용 보트 접안시설 등을 

제공하는 호수에 인접한 캠프장과 공공 해변을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618 달러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가 제공한 보조금 중 50만 달러는 별도의 

경쟁력 있는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의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 

지급되었습니다.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에섹스 카운티 산업개발청 (Essex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에서 관리하며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관련 목표를 

촉진시키는 비영리 프로젝트들 뿐만 아니라 사업 개발 및 교육에 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Carol Calabrese 에섹스 카운티 IDA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의 공동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퍼 허드슨 허브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Upper 

Hudson Hub Microenterprises Grant Program)의 제 2라운드에서 환경보존부 (DEC) 및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 (Natural Heritage Trust)와 다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스 컨트리 SBDC 

(North Country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청자들은 또한 마케팅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계획 개발, 재무 분석 및 예측에 중점을 둔 

소기업 훈련 프로그램 (Microenterprise Training program)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금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성장 및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허브 지역사회와 사업체에 

중요한 재정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지속 가능해지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농촌 지역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의 보조금 수령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단체 사업체 이름 및 프로젝트 내역 지원액수 

Trailhead 

Resort DBA 

Trailhead Resort: 연중 내내 

사용가능한 새로운 캠핑 시설과 식당을 

신설하는 장비. 뉴콤의 28N번 도로 

(Route 28N)를 따라 레이크 해리스에 

위치함 

99,443 달러  

Adirondack 

Growl & Grub, 

LLC 

애디론댁 그로우얼 앤드 그럽 

(Adirondack Growl & Grub) 확장: 

확장된 메뉴를 위한 옥외 비어 가든 및 

장비. 롱 레이크의 28N번 도로 (Route 

28N) 및 30번 도로 (Route 30)의 

교차로에 위치함 

41,939 달러  

BMNT, LLC, 

Coner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The Coner: 현재의 빠른 캐주얼 고객을 

모시기 위한 장비 업그레이드. 

에스프레소 음료, 부드러운 커스터드, 

훌륭한 아이스크림, 포장용 뜨거운 음식. 

롱 레이크의 28N번 도로 (Route 28N) 

42,000달러  



및 30번 도로 (Route 30)의 교차로에 

위치함 

Cloudsplitter 

Outfitters LLC 

Cloudsplitter Outfitters: ADA 준수 

오두막 텐트 산장, 가족 친화적인 당일 

여행 장비, 향상된 숙박 시설 및 다과를 

포함한 견본품 개선. 28N번 도로 (Route 

28N) 및 허드슨 리버의 교차로에 위치함 

59,105 달러  

ESF College 

Foundation 

The Masten House Fine Lodging and 

Retreat Center: 새로운 하룻밤 숙소 및 

단체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9 베드룸 2층 맨션을 위한 가구, 마케팅, 

장비, 길 찾기 표지판. 뉴콤의 어퍼 웍스 

역사 지구 (Upper Works Historic 

District)에 위치함 

69,995 달러  

LaBar Family 

LLC, 

Morningside 

Camps and 

Cottages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Morningside Camps and 

Cottages: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동안 보다 많은 테마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장소 장비 및 개선 사항. 

미네르바 타운 해변 및 캠프장에 인접한 

에이피 모스 고속도로 (A.P. Morse 

Hwy)에 위치함 

30,255 달러  

Long Lake 

Hotel 

Corporation 

Adirondack Hotel: 역사적인 19세기 

애디론댁 빅토리안 호텔 (Adirondack 

Victorian hotel)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가구 및 음식 준비 장비. 롱 

레이크의 작은 마을에 위치함 

42,303 달러  

Northway Exit 

29 

Campground 

Inc., 

Adirondack 

Jellystone 

Park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요기 베어 (Yogi-Bear)의 애디론댁 

젤리스톤 파크 (Adirondack Jellystone 

Park): 당일 여행 그룹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전 제작된 합숙소 및 

장비; 노스웨이 29번 출구 (Northway 

Exit 29)의 쉬룬 리버가에 위치함. 

31,423 달러  

Raquette 

River 

Outfitters LLC 

Raquette River Outfitters: 가벼운 

카누/카약 재고 확대, 포장된 길이 없는 

황무지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트레일러 

및 패들링 장비. 롱 레이크의 작은 

마을에 위치함 

21,000 달러  



Scoops Ice 

Cream DBA 

Scoops Ice Cream: 재고를 저장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모시기 

위한 새로운 장비. 뉴콤의 28N번 도로 

(Route 28N)에 위치함 

31,500 달러  

인디언 레이크 

타운 상공 

회의소 (Town 

of Indian Lake 

Chamber of 

Commerce) 

Indian Lake Chamber: 축제, 행사, 

판촉물 제작을 지원하는 새로운 장비. 

인디언 레이크의 작은 마을에 위치함 

8,913 달러  

W. S. 

Sandiford 

Enterprises 

LLC, ADK 

Trading 

Post이란 

이름으로 사업 

수행  

ADK Trading Post: 연중 일반 

매장/선물 가게/델리 및 카페를 위한 

새로운 장비, 확대된 재고 및 마케팅. 롱 

레이크에서 북쪽으로 2 마일 떨어진 

30번 도로 (Route 30)가에 위치함 

28,882 달러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보조금은 이런 종류의 

투자에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받을 

자격있는 수령단체들을 위해 매우 좋은 뉴스입니다. 저는 그 단체들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이 기금을 통해 진행되어갈 사항들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Seggos 커미셔너님의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 타운들, 빌리지들, 

작은 마을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관심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그 단체들을 언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 기업, 에섹스 카운티 IDA,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 (Natural Heritage Trust) 간의 이러한 협력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Dan Ste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엄한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애호가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목적지이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곳입니다. 애디론댁 마운틴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것은 진실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저는 이 국가적인 보물의 중추인 

이 강력한 지역사회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퍼 허드슨 레크리에이션 허브 (Upper Hudson Recreation Hub)의 5 개 도시 

감독관들과 에섹스 카운티 및 해밀턴 카운티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디론댁 파크 (Adirondack Park) 내에 존재하는 최고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 경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이 지역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비즈니스 및 관광 편의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주지사님의 리더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Connie Prickett, 비영리 환경단체인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의 

애디론댁 지부의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국 (Communications and Community 

Engagement)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DEC)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는 노스 허드슨, 뉴콤, 롱 레이크, 인디언 레이크, 미네르바에 집중되어 있는 

300 개의 호수와 연못, 90 개의 산과 425 마일 길이의 강과 개울을 갖춘 161,000 

에이커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십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들이 

번창함에 따라, 우리는 주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스노우모빌, 하이킹, 사냥, 자전거 타기, 패들링, 낚시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타운 및 기업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총 125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수령단체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보호 상태의 토지와 

여기에서 살고 일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 지자체 보조금은 환경보존부 (DEC)와 네추럴 헤리티지 트러스트 

(Natural Heritage Trust)가 2016년 12월에 발표한 신청서 요청 공모 (Request For 

Applications)의 결과였습니다. 소기업 프로그램은 에섹스 카운티 IDA가 2017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환경보존부 (DEC) 및 네이처 컨서번시 (TNC)의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 

지자체 신청서들의 점수를 이용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소기업 신청서들은 환경보존부 

(DEC)와 네이처 컨서번시 (The Nature Conservancy)의 직원들과 어퍼 허드슨 

레크리에이션 허브 (Upper Hudson Recreation Hub) 지역사회들이 임명한 대표자들이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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