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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DIRONDACK의의의의 8개개개개 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커뮤니티를 위한위한위한위한 $443,000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발표발표발표발표 

교부금은교부금은교부금은교부금은 커뮤니티들이커뮤니티들이커뮤니티들이커뮤니티들이 독특한독특한독특한독특한 지역지역지역지역 자원을자원을자원을자원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관광객을관광객을관광객을관광객을 유치하고유치하고유치하고유치하고 지역지역지역지역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강화하는 데데데데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될될될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지속가능한 재활성화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Adirondack의 8개 커뮤니티에 $443,000의 스마트 성장 교부금을 수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교부금은 일반적인 재활성화 노력뿐만 아니라 관광을 지속 및 향상하기 

위해 사적지를 단장하고 휴양지 트레일 연결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Adirondack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자원 중의 하나인데 작은 커뮤니티들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댐으로써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지역 투자로서 Adirondacks를 향후에 계속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Adirondack Park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보호 기금을 통한 제3차 스마트 

성장 교부금으로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초점을 맞춘 두 차례(2007년 및 2010년)의 

성공을 토대로 합니다. 이전 교부금은 환경보존부 트레일 시스템과 커뮤니티 트레일들 

사이의 직접 연결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부락들이 사적 자원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돕는 현지 주도 계획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금년의 교부금은 이전 

계획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고 현재 추진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 및 현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Adirondack 공원국 및 뉴욕주 주무부와의 파트너십으로 스마트 성장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개발, 초고속 인터넷 및 지속가능한 휴양 및 

관광 등 현지 주민, 지자체, 비영리 단체 및 주 기관들의 긴요하고 공유된 우선순위를 

진작시키는 Common Ground Alliance 및 Adirondack Partnership 같은 공원 전체적 

이니셔티브를 위해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환경보존부 장관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s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은 관광객과 새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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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은 지역사회가 그러한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Adirondack 커뮤니티들이 더욱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도록 전력을 다해 돕고있는데,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들에게 혜택이 될 전략과 파트너십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비전과 집념으로 

교부금을 받은 단체에 축하를 보내며 North Country를 살고, 일하고, 놀기에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Adirondack 공원국 국장 Lani Ulric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원국은 Adirondack 

Park 프로그램의 스마트 성장에서 Cuomo 지사 및 환경보존부와 협력하여 매우 

기쁩니다. 전국적으로 장소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없는 동네에 대한 강한 갈망과 시골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면서 야생을 

지속하는 풍경을 원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Adirondack Park를 그렇게 

놀랍게 만드는 예외적인 열린 공간의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Adirondack Park의 경제적 

안녕이 개선될 것입니다.” 
 

상원의원 Betty Litt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주 및 지역 

공무원들, 비영리 단체, 환경 단체, 업소와 주민들 사이에 놀랍고도 생산적인 파트너십이 

Adirondacks에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협조적으로 일함으로써 많은 것을 

성취하였는데 이번 차수의 신규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그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근거로 

합니다. 본인은 우리 지역사회가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전략을 시행하도록 

도와주신 Andrew Cuomo 지사와 환경보존부 Joe Martens 장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합니다.” 
 

주 하원의원 Dan Stec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교부금은 다용도 휴양 활동을 

제공하면서 North Country 커뮤니티에 덕이 될 경제 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고양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Janet L. Dupr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저의 하원 지역구 

커뮤니티들이 이번 차수의 교부금에서 스마트 성장 보조금을 받아 기쁩니다. Tupper 

Lake 타운 및 빌리지는 거리의 시각적 매력, 비즈니스 및 관광객의 유치를 개선함으로써 

그러한 커뮤니티들을 재활성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첫인상에 근거하여 

커뮤니티를 재빨리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은 Tupper Lake의 매력과 활기를 

분명히 증대시킬 것입니다. Duane Church 타운 교회는 이 작은 시골 커뮤니티 중앙의 

독특한 건물이어서 타운 공무원들이 타운 전역의 관광과 활동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주지사와 Martens 장관이 우리 Adirondack 지역을 계속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dirondack Park 지역정부 검토단 단장 Fred Monro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Park 지역정부 검토단은 오늘 발표된 스마트 성장 교부금에 대해 

환경보존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2007년과 2010년에 발표된 스마트 성장 기획 교부금은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의 시행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Adirondack 커뮤니티들이 휴양 기회를 늘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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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함으로써 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dirondack 타운 빌리지 협회 회장 Brian Tow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지속적인 Adirondack Park 지원은 크게 인정되며 Park 지자체들에 심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보존림지를 연결한 것은 지역정부가 강하게 

지지하는 경제 전략입니다.” 
 

교부금은 아래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Adirondack 스마트스마트스마트스마트 성장성장성장성장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Tupper Lake 타운 및 Tupper Lake 빌리지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Tupper Lake의 21세기 커브 어필 개선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50,000 

요약요약요약요약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커뮤니티의 커브 어필을 개선함으로써 

이전의 스마트 성장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ROOST Tupper 

Lake Information Center의 전면이 개선되고, 관광 업소 및 

명소들이 그들의 웹사이트에 대한 디지털 커브 어필 개선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Adirondack 역사협회 및 Indian Lake 타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Adirondack 박물관의 신전시 - Adirondack 경험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75,000 

요약요약요약요약 

스마트 성장 교부금 지원으로 Adirondack 박물관은 그 역사상 

가장 큰 변신을 거칠 것입니다 – 즉, Adirondack 경험으로 알려진 

18,000 평방피트의 새 전시 공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North Country의 관광 

산업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Willsboro 타운과 North Elba 및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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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멀티 타운 트레일 개발: Willsboro, North Elba & Lewis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74,948  

요약요약요약요약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Essex 카운티 Adirondack Park의 

블루라인 내에 모두 위치한 Willsboro, Lewis, North Elba 

타운들의 다용도 휴양 트레일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Lewis 및 North Elba의 트레일 프로젝트는 국제 산악자전거 협회 

기준에 따라 건설될 것이며 Adirondacks를 북동 지역 전체에서 

라이더들을 유치할 산악자전거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Duane 타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Duane 1884 Church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74,029 

요약요약요약요약 

1884년에 건립된 Historic Duane Church는 국가사적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엔지니어링 검사에서 교회의 종탑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수리를 완료하려면 

건물과 종탑을 들어올려 토대 옹벽을 교체하고 기존 돌벽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Duane Center를 커뮤니티 허브로 

구별하는 이 중요한 랜드마크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타운이 소업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교회 

개선은 또한 타운 소유의 인근 휴양 트레일의 사용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하이킹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원격 관망을 

통한 야생 관찰을 위해 이용되는 트레일 시스템의 서쪽 입구에 

있습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Port Henry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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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Port Henry 청사진 구현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24,000 

요약요약요약요약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Port Henry 빌리지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조례를 위한 구획위원회의 권고를 확정하고 시행할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빌리지의 역사적 자연과 성격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혼합 용도의 개발, 재활, 수변 개선 및 

산책 가능한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Bolton 타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Cross Street 주차 시설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68,000 

요약요약요약요약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시청, 헬스센터, 레크레이션위원회, 

지역 경찰 파출소, 농민시장, 경로당 및 노화실 식사 장소 등 

타운의 공공 서비스를 통일할 공용 주차 시설의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타운센터의 주차 시설은 차량 58대를 수용할 것이며 빗물을 위한 

그린 인프라 원칙과 모범 관리 관행을 이용해 건축될 것입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Johnsburg 타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North Creek Ski Bowl 트레일, 키오스크 및 간판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37,121 

요약요약요약요약 이 스마트 성장 교부금은 예외적 휴양지 트레일 시스템을 



 

Korean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최종 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Ski Bowl Park의 프로젝트는 트레일 머리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트레일 머리 간판을 개발하며, 전략적으로 놓인 트레일 

지도판을 설치하고, 기존 트레일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추가 

1 킬로미터의 트레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레일 및 

피크닉 장소에 벤치와 피크닉 테이블도 설치하고 대화형 지도 

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신청신청신청신청 

기관기관기관기관 및및및및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Moriah 타운과 Willsboro 타운 및 Essex 타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명칭명칭명칭 
Champlain 빌리지 역사 유산 파트너십 구현 

교부된교부된교부된교부된 

총총총총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39,902 

요약요약요약요약 

Moriah 타운은 Willsboro 및 Essex 타운과 제휴하여 다음 세 

역사적 구조물을 복원할 것입니다: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통나무 집인 Adsit 
Cabin;  

• 1891년 Carriage House 건물로서 초기의 고품위 

철광석을 공급한 타운의 역할을 소개하는 Iron Center;  

• 팔각형 교사로서 1826년에 건설된 이래 원래의 설계와 

자재를 유지하고 있는 Boquet School House.  
 

이러한 역사적 구조물들은 Champlain 밸리, NYS 역사 경로 및 

Lakes ~ Locks 통로 경치길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Adirondack 

공원의 Champlain 밸리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기존 구조물의 온전성을 복원하기 위한 삼나무 널 

구입, 슬레이트 지붕 복원 및 통나무 교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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