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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ADIRONDACK PARK 커뮤니티와 단체에 스마트 성장(SMART
성장
GROWTH) 교부금 400,000달러
달러 지원을 발표하다

레크레이션,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Adirondack Park에 거의 400,000달러에
달하는 스마트 성장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Adirondack Park
지방정부의 날의 일환으로 Adirondack 지자체 및 비영리기관에게 환경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을 발표하였습니다.
“Adirondack Park는 깊고 깊은 골짜기와 숲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몇 곳 중의 하나로, 매년 이 North County 보석을 보러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공원을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환경보존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천연자원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이를 보완하는 커뮤니티와 경제 개발을 위한 현지 계획과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교부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는 Adirondack 커뮤니티가 향상된 기술, 관광지
및 인프라와 결합된 이 공원 고유의 자연 자산을 사용하여 어떻게 발전시켜서 새로운
기업과 시민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DEC의
의 Basil Seggos 대리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이 교부금은 커뮤니티들이 이 중요한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도와줌으로써 Adirondacks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천연자원의 보존과 책무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교부금은 또한 아주 작은 마을 내에서 이뤄지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공원
단위의 지역 경제 활동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는 공동 프로젝트도 지원합니다.
Adirondack Harvest와 Adirondack Trail Towns 프로젝트는 공원 전반에서 힘을
결집시키고 통일된 공원 브랜드로 제품, 행사 및 관광 자원을 조정하고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Park의 문화 기관, 소상공인 및 행사 주관사에게 권한을 줄 것입니다.

Korean

이 지원은 Adirondack Park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스마트 성장을 위한 네 번째
지원금입니다. 올해의 교부금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첫 세 차례 지원에 책정된 2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DEC는 이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국무부 및
APA(Adirondack Park Agency)와 계속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원을 받는
추가 프로젝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Town of Crown Point에 들어서서 이 지역
개울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Essex 카운티 어류 부화장의 생산 활동을 안정화시킬
새로운 용수 지원 사업 지원; Adirondack의 맑고 투명한 밤하늘과 같은 유명 관광 상품을
알릴 가능성이 있는 Adirondack Public Observatory 확장 공사 지원; Lake Placid와 Lake
George의 가두 풍경 개선 지원.
APA의
의 Leilani Ulrich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Adirondack Park의
고유한 환경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구현되면 공원 커뮤니티의 특성과 매력에
맞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확장시켜줄 것입니다s. Cuomo 주지사의 확실한 지원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Rossana Rosado 국무장관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스마트 성장은 뉴욕 부활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교부금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Adirondack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주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Adirondack 커뮤니티에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교부금이 없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교부금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Cuomo 주지사, DEC의 Seggos 커미셔너 대리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 신청 지역들의 발전된 모습을 어서 빨리 보게 되길
바랍니다.”
Marc Butler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Adirondack
Park 내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려는 우리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의 경제 전략은 우리 커뮤니티들이 새로운 협력 정신으로 활동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Adirondack Park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발전입니다.”
Janet Duprey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이 Cosmos를 보러 Tupper
Lake를 찾게 하자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분들이 Adirondack Public Observatory라는
아이디어를 제게 처음 제안했던 날부터 저는 이 Adirondack Public Observatory를 지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Tupper Lake 주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이를 학생, 주민 및 관광객 모두에게 실현 가능하고 즐길 수 있고 교육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바꿔놓았습니다. 연구용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놀라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내연을 확대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의 2단계에 지원할 가치를 인정해주신
Cuomo 주지사와 Seggos 커미셔너 대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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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Stec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Adirondack 커뮤니티 투자에 대한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은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이 교부금은 경제발전과 여가생활을
증대하면서 공원 내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광대역, 경제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휴양 및 관광 등 현지 주민, 지자체,
비영리 단체 및 뉴욕주 기관들의 공유된 우선순위를 진작시키는 Common Ground
Alliance 및 Adirondack Partnership 같은 공원 이니셔티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DEC 트레일 시스템과 커뮤니티 트레일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지역 주도의 프로젝트에 교부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기타 프로젝트는 폭넓게
활용되지 않은 작은 마을과 역사적인 자원을 새로운 용도와 방문객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2월에 받은 공모 신청을 바탕으로, 올해 교부금을 받게 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dirondack 스마트 성장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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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및
파트너

Essex 카운티 Community Resources 부, Town of Crown
Point

프로젝트
명칭

Fishing for Opportunity: Essex Co. Fish Hatchery/Town of
Crown Point Shared Services

교부된
총
보조금

75,000달러

요약

Essex 카운티와 Town of Crown Point는 용수 공급 문제를
다루고 Essex Co. 어류 부화장과 타운의 지방 용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카운티 및 지방 직원들 및 방문객들이 사용할
사무공간 및 휴게소와 함께 새로운 우물과 부화장의 새로운 지방
용수 처리 및 제어 시설 공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교부금은 관정을 뚫는 비용의 일부와 새
시설의 휴게실 부문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청된
상태입니다.

신청
기관 및
파트너

Lake Placid Village, Inc.

프로젝트
명칭

Mirror Lake Stormwater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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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총
보조금

75,000달러

요약

이 프로젝트에는 Ausable River를 포함해 Mirror Lake와 강 하류
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Village of Lake Placid에 자리한 1,100
ft.의 Mirror Lake Dr.와 함께 빗물 집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처리되지 않은
빗물이 빗물 배수구를 통해 호수 동편으로 흘러들어가는 염분,
침전물 및 오염원으로 가득한 빗물의 유입을 막아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호수는 이런 빗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빌리지가 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
단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빗물 집수 시스템을
시공하려면 도보자들과 조깅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Mirror
Lake 쪽으로 난 길을 철거해야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곳 빌리지는 이 인기 있는 길을 따라 심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에 장식이 있는 콘크리트 보도와
보행자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관 및
파트너

Adirondack Foundation, Adirondack Museum, Adirondack
Partnership, ANCA, CAP-21, Essex County IDA, ROOST,
Wild Center를
를 포함해 많은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Hamilton 카운티

프로젝트
명칭

Adirondack Trail Towns

교부된
총
보조금

75,000달러

요약

이 프로젝트는 ADVANTAGE Adirondacks의 5대 “주요 전략” 중
하나인 공원 단위의 Adirondack Trail Towns 이니셔티브를
실행합니다. Adirondack Trail Towns은 비-레크리에이션
편의시설 트레일(음식, 역사 보존, 역사, 예술, 문화 볼거리, 활동
및 행사 등?)을 파악하고, 목록을 만들고, 연결하고,
상품화해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성장 교부금으로 완성될
과제로는 관리자 권유 및 선발, 실행 단체 개발, 자금 조달 기획
개발, e-마케팅 전략 마련, 협력 커뮤니티/비즈니스 툴킷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함께 Trail Towns 커뮤니티 평가서
전달이 있습니다.

신청
기관 및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Association Elizabethtown과
과 Willsboro 타운의 지원을 받고 있는 Es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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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카운티

프로젝트
명칭

Adirondack Harvest Technology Expansion

교부된
총
보조금

74,772달러

요약

이 교부금은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의 Adirondack
Harvest Program이 보다 접근성 있는 홈페이지 검색 옵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반적인 외관, “스마트폰 친화적인” 구성,
나무 제품, 커뮤니티 지원 농산물(CSA) 그리고 로컬 푸드
가공업체를 포함하는 세 개의 새로운 맴 지도로 기존의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CCE Essex는 Blue Line 내에 있는 목제품 기업을
홍보하고 North 카운티가 “새로운” 웹사이트 특징을 미디어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입니다. CCE Essex는
우리 카운티와 공원의 새로운 농업 운동에 보다 일치하도록
현재의 Essex 카운티 로컬 푸드 안내서를 새로운 포맷으로
개정하고, 앞으로 3년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CE Essex는 공원 내에서 로컬 상품 구매를 늘리고
현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로컬 푸드와 목제품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 캠페인도 실시할 것입니다.

신청
기관 및
파트너

Adirondack Public Observatory, Inc.를
를 포함한 Town of
Tupper Lake

프로젝트
명칭

Adirondack Public Observatory 지원

교부된
총
보조금

70,000 달러

요약

이 타운은 공원의 짙고 투명한 밤하늘을 활용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Cosmos를 찾도록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PO(Adirondack Public Observatory)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교부금은 프로젝트의 다음 세 가지 중요 요소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박물관 / 관측소,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금 모금 캠페인
전략을 위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 Phase 1 및 향후 확장을
위한 부분적인 스케치와 엔지니어링은 2009년에 개발되었지만,
비전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계획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Phase 2가 완공되면 최종 공사를 가능하게 해줄
설계 및 전략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고, 이 지역에 훨씬 더 폭넓은
관광업 유치 가능성이 모아질 것입니다.
신청
기관 및
파트너

Village of Lake George

프로젝트
명칭

South Canada Street Site Improvements

교부된
총
보조금

22,250달러

요약

이 스마트 경제 프로젝트는 Canada St.가 West Brook를 지나는
지하배수로 개선 사업을 포함해 Lake George Village에 있는
Canada St. 서편을 따라 가두 풍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서류 작성에 소요될 것입니다. Canada St.(약 0.37 마일 길이)는
Million Dollar Beach Rd. 및 Canada St. 교차로와 Charles R.
Wood Park으로 가는 입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은
개념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서류 작성에 드는
비용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곳 빌리지에서는 대대적인 가두 풍경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Canada St.를 개발하기 위해 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금이 나오면, 이곳 빌리지가 설계 및 시공 서류 작성을
위해 고용한 계약업체는 제안 받은 가두 풍경 개선 사업 시공을
맡은 계약업체와 빌리지 간의 연락관 역할도 할 것입니다.

스마트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DEC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ec.ny.gov/lands/45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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