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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500 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에 대해 발표

주지사, 프로모션 주말 동안 다른 주의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해 2 월 2 일에서
5 일까지를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로 발표
애디론댁, 터그힐, 노스 컨트리 그리고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게이트 및 트레일
개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트레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500 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2 월 2 일에서 5 일사이의 주말을
다른 주 및 캐나다의 모든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한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의 10,400 마일에 달하는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달려보고 싶은 등록
및 보험 가입이 된 다른 주의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해 등록비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스노우모빌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업스테이트 뉴욕의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전세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트레일이 미래의
야외 활동 애호가들을 위해 좋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2 월의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을 이용하시기를 여러 곳의 방문객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주지사는 오늘, 스노우모빌 트레일 정비를 위해 뉴욕의 해당 지역사회에 작년보다 15
퍼센트 증가한 금액인 400 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트레일 보조금은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이 스노우모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정된 10,400 마일 거리의 지정 트레일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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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에 제공되는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주립공원(State Parks)은 지역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정비하는 필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스노우모빌 클럽 7 곳을 돕기위해 연방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프로그램
보조금(federal Recreation Trail Program grants)으로 110 만 달러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지원금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서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프로그램(Recreation Trails Program, RTP)에서 조달하며, 그
관리는 주립공원(State Parks)이 맡습니다. 지자체, 비영리 단체,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기관, 인디언 자치구 정부, 기타 공공 기관 등은 공공 트레일 또는 트레일 관련 시설의
취득, 신개발, 개보수 또는 정비 등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모빌
트레일에는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대중에게 개방된 공공 및 민간 토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은 주립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다음의 스노우모빌 클럽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트레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프로그램(RTP)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여 지원금

카운티

Redfield
Snowmobile
Association, Inc.

오스위고
카운티

Square Valley
Trail Blazers, Inc.

오스위고
카운티

Nick Stoner
Trailers of Caroga
Lake, New York,
Inc.

설명
주로 레드필드 타운에에 위치한 42 마일
규모의 “하이 스노우(High Snow)” 선형
교통로와 보조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스노우모빌
트레일 관리장비 구입.
110 마일이 넘는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 구입.

보조금
액수

200,000
달러

185,000
달러

풀턴 카운티

기존 스노우모빌 트레일 약 12 마일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B 급 트레일
관리장비 구입.

106,815
달러

Ful-Mont Snow
Travelers, Inc.

풀턴 카운티

풀몬트 스노우 트래블러스(Ful-Mont
Snow Travelers) 클럽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구형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장비 및 바닥을 고르는 장비
구입

143,604
달러

Indian Lake
Snowarriors
Association Inc.

해밀턴
카운티

스노우모빌과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
사용되는 연계 트레일 7.4 마일을

83,821
달러

Long Pond Sno
Sled Club, Inc.
Turin Ridge
Riders, Inc.

허키머
카운티 및
루이스
카운티
루이스
카운티

정비하기 위해 완전히 재생된 스노우
관리장비 구입.
무거운 스노우모빌 주행을 감당하는 A
급 클래스 트레일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스노우모빌 트레일 관리 장비 구입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스노우모빌 트레일 관리장비 구입.

200,000
달러
200,000
달러

주지사는 또한 2 월 2 일에서 5 일 사이 주말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다른 주와 캐나다의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해 이용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른 주 및
캐나다에서 스노우모빌을 타기 위해 온 사람들은 허드슨 밸리에서 노스 컨트리를 거쳐
웨스턴 뉴욕까지 뻗어 있는 뉴욕주의 트레일을 타기 전에 스노우모빌을 등록해야
합니다. 스노우모빌 등록비는 100 달러이지만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에 소속된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 가입자들은 45 달러로
할인됩니다.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 참가자는 반드시 출신 주/캐나다의 주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스노우모빌을 사용해야 하며 출신 주/캐나다 주에서 요구하는 현지에서 적용된 보험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비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다른 주에서 스노우모빌을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등록을 포함하여 스노우모빌링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Rose Harv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원을 통해, 뉴욕이 겨울철 야외 레크리에이션 애호가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은 우리 뉴욕주의 수많은 겨울 관광지를
즐기려는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를 위해 트레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잘 관리 및 정비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올 시즌 우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노우모빌링은 인기있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경제 엔진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이 훌륭한 겨울 활동을 경제 활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문을 열고 트레일 정비를 완료하며 트레일을 관리하고 스노우모빌링
시즌에 모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의 지자체 공무원 및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0 마일이 넘는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통해, 뉴욕주에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스노우모빌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에서 즐길 겨울 휴가를 계획하고,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 뉴욕주를 방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뉴욕주 자동차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Terri Egan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노우모빌은 겨울에 뉴욕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애호가들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약이나 술에 취한
경우, 스노우모빌을 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의 Dominic
Jacangel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겨울 관광 경제와 그 관광 산업의
일부로서 스노우모빌을 인정해주신 주지사의 인식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스노우모빌
클럽은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지원은 업스테이트 뉴욕이 스노우모빌링과 겨울 관광 산업을 위한
훌륭한 관광지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방문객들이 우리의
훌륭한 트레일을 즐기기 위해 계속 이곳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지 클럽과
방문객을 위한 정보를 보시려면 www.nysnowmobiler.com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허키머 카운티 의회의 Patrick Russell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겨울 활동을
위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2 월 2 일의 주말 동안 다른 주와 캐나다 사람들을 위해
이용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방문자객들을 더 많이 우리 주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 대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웹 타운의 Robert Moore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노우모빌링은 우리
주 및 다른 주 방문객들이 우리 트레일을 탐험하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뉴욕주에서
인기있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더 많은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을 우리 주에 유치하기 위해 다른 주 및 캐나다의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렛 타운의 John Frey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활동은 노스 컨트리
관광 산업의 주요 동인입니다. 2 월 2 일 주말 동안에 스노우모빌링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려는 더 많은 방문객들을
다른 주에서 유치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주와 캐나다의 스노우모빌 애호가들과
방문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 행사를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모든 트레일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으며, 트레일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에서 우수한
상태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트레일의 일부 특정 구간은 쌓인 눈의 양이 적거나

바람으로 넘어진 나무 또는 다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상태를 포함하여
트레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위해,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의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 웹 사이트에는
스노우모빌과 스노우모빌 클럽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네트워크(state snowmobile trail network) 지도는 바로여기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디론댁에 있는 보존 구역(Conservation Easement) 토지의 여러 트레일은 벌목 작업을
피하기 위해 폐쇄되었거나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트레일 폐쇄와 경로 변경에 대한
정보는 환경보존부(DEC)의 애디론댁 오지 정보(Adirondack Backcountry Information) 웹
사이트와 해당 스노우모빌 클럽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프츠담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at Potsdam)의 2011 년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의 스노우모빌 지역사회에서는 시즌별로 8 억 6,800 만 달러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뉴욕주는 45 개 카운티에 걸쳐있고 200 개 클럽이 유지 관리되며 51
개 지자체 후원기관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Statewide Snowmobile Trail System)을 통해 스노우모빌링을 지원합니다.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park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주정부
토지에서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겨울 여행은 2016 년 방문객들의 직접 지출금액이 136 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뉴욕주 총
관광산업의 21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겨울 관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iloveny.com/winter 및 I LOVE NEW YORK 무료 모바일 앱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iTunes 및 Google Play 앱 스토어 또는 www.iloveny.com/mobile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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