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 년 2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욕주 외부로부터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 발표  

  

주말 동안 뉴욕주 외 지역의 스노우모빌 이용객 등록비 면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은 스노우모빌 애호가를 유치하기 위한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캠페인 시작  

  

광고는 여기에서 확인  

  

주정부가 뉴욕주 전역의 트레일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지방 정부에 420만 달러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욕주 이외 지역 및 

캐나다에서 방문한 스노우모빌 이용객을 위해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노스 컨트리 및 뉴욕주 전역에서 겨울 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지사는 사라낙 레이크에서 Cara, Mariah, Michaela 등 세 자녀와 함께 

스노우모빌을 즐기기 전 이러한 발표를 전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10,000 트레일이 넘는 전국 최고의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트레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을 통해 우리는 멀리 떨어진 

방문객들이 노스 컨트리를 비롯한 중간 포인트에 올 수 있도록 장려하며, 우리의 훌륭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뉴욕에서 성장하고 있는 관광 산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프로모션 주말에는 뉴욕주 이외의 지역에서 약 10,500마일 규모의 뉴욕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즐기고자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적법한 등록 및 보험 차량의 비용이 

면제됩니다. 아이 러브 뉴욕은 뉴욕주 이외 지역의 스노우모빌 애호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여 프로모션 주말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지역사회를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는 뉴욕 전역의 스노우모빌 트레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420만 달러의 지역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E7QVzkvxR0&feature=youtu.be


 

 

포츠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Potsdam)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의 

스노우모빌 지역사회에서는 시즌별로 8억 6,8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겨울 관광 활동은 또한 뉴욕주 전역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직접 방문객 지출액은 1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노스 컨트리는 2018년 1,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2011년보다 방문객 수가 21.6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소비는 약 23 퍼센트 증가해 12억 6,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 참가자는 반드시 출신 주 또는 캐나다의 주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스노우모빌을 사용해야 하며 출신 주 혹은 캐나다 주에서 요구하는 현지에서 적용된 

보험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주말 전후에 뉴욕 주에서 스노우모빌을 

운행하려는 비 뉴욕 주민은 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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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러브 뉴욕 소셜 미디어 캠페인은 현재 총 400만 달러 규모의 겨울 관광 캠페인을 

보충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 인쇄 및 디지털 광고, 홍보 및 소셜 미디어 이니셔티브 및 

기타 홍보 활동을 통해 스노우모빌을 비롯한 다양한 겨울 활동을 홍보합니다.  

  

애호가들은 스페큘레이터, 롱 레이크, 터그 힐 고원 등 인기 있는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비롯해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에 대한 최신 

정보를iloven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과 인렛 타운은 3월 7일과 8일에 

연례행사인 스노우페스트(SnowFest)를 개최합니다. 스노우페스트에서 2021 트레일 

이용권을 구매한 스노우모빌 애호가는 현재 시즌의 남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지 트레일 비용이 무료입니다.  

  

420만 달러 규모의 지방 보조금은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이 스노우모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 지정 트레일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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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트레일을 차례로 관리 

및 정비하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클럽 약 230 곳에 보조금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카운티별 기금 수여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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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을 겨울의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인 이 기금은 뉴욕을 

방문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트레일을 안전하고 잘 정비하고 우리의 훌륭한 트레일 

https://transact2.dmv.ny.gov/SnowmobileOutofState/
https://transact2.dmv.ny.gov/SnowmobileOutofState/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97d265d-c55b1e63-997fdf68-000babda0031-8340f9aa99f16c77&q=1&e=82b56ffc-d00a-4a7e-aedb-cb6cb4a16563&u=http%3A%2F%2Filoveny.com%2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Awards_by_County.pdf


 

 

네크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가능한 것은 주 전역의 근면한 

스노우모빌 클럽 회원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스노우모빌 트레일 네트워크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세계적 수준의 겨울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합니다. 환경보존부는 

주립 공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의 자원 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시즌 

동안 트레일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 새로운 기금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모든 분들이 뉴욕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스노우모빌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커미셔너 대행 겸 대표,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는 10,000 마일 

규모가 넘는 스노우 모빌 트레일이 있으며, 이번 무료 등록 주말은 뉴욕주 이외의 지역 및 

캐나다에서 온 스노우모빌 애호가가 겨울 휴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내며 각자 취향에 

맞는 특색 있는 수제 음식, 음료,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노우모빌 등록 과정을 쉽고 빠르게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함께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과 뉴욕의 훌륭할 

트레일을 경험할 것을 애호가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의 Rosanne 

Warn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눈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번 시즌 트레일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해주신 

주지사와 뉴욕주 공원국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으로 인해 클럽이 자원봉자사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10,000 마일이 넘는 트레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 상태는 강설량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노우모빌 

이용객들은 관리 상태를 포함하여 트레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위해,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의 웹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 웹사이트에서 

스노우모빌과 스노우모빌 클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네트워크의 지도는 뉴욕 주립공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부는 뉴욕주 스노우모빌 애호가에게 스노우모빌 등록을 매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스노우모빌 이용자는 온라인 차량관리부 웹사이트, 우편 또는 

차량관리부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모빌 등록 비용은 100 

달러이지만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45 달러로 

경감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d6d0c33d-8af6fb03-d6d23a08-000babda0031-2f2af69018e90e88&q=1&e=82b56ffc-d00a-4a7e-aedb-cb6cb4a16563&u=http%3A%2F%2Fnysnowmobiler.com%2Fride-ny-trails%2F
https://parks.ny.gov/recreation/snowmobiles/maps.aspx
https://dmv.ny.gov/node/1976
https://dmv.ny.gov/offices


 

 

뉴욕주는 45 개 카운티에 걸쳐있고 약 230 개 클럽이 유지 관리되며 51개 지방자치단체 

후원기관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Statewide Snowmobile Trail System)을 통해 스노우모빌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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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 환경보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겨울 관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iloveny.com/winter 및 아이 러브 

뉴욕 무료 모바일 앱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iTunes 및 Google Play 앱 스토어 또는 

www.iloveny.com/mobil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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