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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애디론댁 공원 및 캐츠킬 공원 지역사회를 위한 800,000달러 규모의 

스마트 성장 보조금 발표 

 

보조금은 경제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 

 

여기에서 NYS Grants Gateway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애디론댁 공원 및 캐츠킬 공원 지역사회와 조직들을 

위해서 환경보호기금 스마트 성장 보조금 800,000달러가 제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들은 이들 지역의 지역사회들과 조직들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개발, 인프라 개선 및 

기타 계획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및 캐츠킬 공원은 비견할 데 없는 자연 

경관의 본산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들에 대해서는 특유의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금 지원은 이러한 지역사회들과 현지의 조직들이 그들의 

강점을 강화하고, 그 역내에서 관광과 경제 활동을 증대하도록 돕기 위한 스마트 성장 

전략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른 공원들과 달리, 애디론댁 및 캐츠킬 공원은 공공 공원용지와 민간 소유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천 명의 주민들과 수십 개의 지역사회들의 고향입니다.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이 보조금은 

스마트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애디론댁 및 캐츠킬 공원 지역사회들에 의해 개발된 

계획들에서 확인된 핵심 프로젝트, 시행 조치 및 전략들을 실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환경보존부의 스마트 성장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은 국가적인 ‘스마트 성장’ 움직임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며, 경제 개발과 자연적 및 인공적 환경 보호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식하는 성장을 증진합니다.”  

 

자금은 보다 큰 애디론댁 공원에 545,000달러, 그리고 캐츠킬 공원에 260,000달러가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들은 자본 개선,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제 개발,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역량 구축이 포함될 수 있는 스마트 성장 시행 

https://grantsreform.ny.gov/


프로젝트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중점사항들에는 관광 경제 및 관련 

인프라의 개선, 마을, 빌리지 및 타운 중심부에서의 성장과 활성화, 그리고 공원 전반에 

걸친 지역적 협업이 포함된 프로젝트들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공식적인 2가지 신청요청서들(Requests for Application, RFA)을 NYS Grants 

Gateway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공원들 내에 있는 130개 이상의 

지방 정부 및 비영리조직들에도 RFA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계획 수립 및 

시행 프로젝트들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라운드 자금 지원의 성공을 강화하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부 및 애디론댁 공원관리청과 다시 협력할 것입니다. 

 

양 신청서들의 마감시한은 2017년 3월 31일 오후 2시 정각입니다. 환경보존부는 2017년 

6월에 보조금 수령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디론댁 공원은 미국 최대의 주립 공원이며, 가장 오래된 주립 공원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뉴욕주의 공원에 대한 전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합니다. 환경보존부는 공원의 경제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공무원들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원들과 달리, 애디론댁 공원은 

약 50%의 민간 소유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30,000명의 영구 거주민들의 

고향이고, 그 안에 115개가 넘는 지방자치정부가 존재하며, 공원의 특성과 문화를 

규정짓는 수십 개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애디론댁 공원 보조금은 공원 내에 있는 

지역사회와 조직들의 협업적 노력을 활용하려고 추구합니다. 애디론댁 주민들과 

Common Ground Alliance 및 Adirondack Partnership에 속하는 지역 조직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의 5차 라운드이며, 공원에서의 시행 보조금으로는 3차 라운드입니다.  

 

캐츠킬 공원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으며, 매일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뉴욕시 저수 시스템의 일부 원천이기도 합니다. 캐츠킬 공원은 최고의 

관광지이자, 그림 같은 마을들이 있는 야외 여가 목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츠킬 공원 

스마트 성장 시행 보조금은 지역사회 거주 적합성과 경제 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특유한 자연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캐츠킬 지역사회들에 부여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들과 현지의 비영리조직들은 철도 트레일 개발, 관광 

숙박업, 그리고 환경 보호 및 여가 기회 강화에 부합되는 역사적 마을들의 재생 등과 같은 

지역 우선순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은 캐츠킬 공원에서의 

시행 보조금에 대한 4차 라운드입니다.  

 

신청자를 위한 지침과 자료들은 환경보존부 웹사이트 

http://www.dec.ny.gov/lands/103864.html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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