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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애디론댁 공원 및 캐츠킬 공원의 커뮤니티에 스마트 성장 보조금 135 만
달러 이상 지원 발표

뉴욕주 공원의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문화 시설, 여가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금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미드 허드슨 밸리의 6 곳, 노스 컨트리의 18 곳
커뮤니티 및 조직에 스마트 성장 보조금(Smart Growth Grants) 135 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올해 초 발표된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에 교부되었습니다. 캐츠킬 공원 및 애디론댁 공원의 프로젝트 보조금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확장으로 지원 가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츠킬 공원과 애디론댁 공원은 뉴욕주 최고의
연중 여행지 중 두 곳이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비할 데 없는 야외 휴양 기회와
놀라운 자연 경관을 선사합니다. 스마트 성장 보조금(Smart Growth Grants)의 최신
차수를 통해, 지역사회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 스마트 프로젝트를 완료함으로써 6 년간 관광산업 및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성장 보조금(Smart Growth Grants)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우선순위를 선별하도록 돕고, 대중의 즐거움을 위해 주변 자연 환경을 활용하며, 캐츠킬
및 애디론댁 공원 전역의 이니셔티브와 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디론댁 공원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75,000 달러: 기존 Jones & Laughlin (J&L) Steel
철거/폐지
모리아 타운 - 75,000 달러: 포트 앙리 워터프론트 타운(Hamlet of Port
Henry Waterfront) 개선























크라운 포인트 타운 - 75,000 달러: War Canoe Spirits 양조장 급수 장치
업그레이드
워런 카운티 - 67,936 달러: 문화 시설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황무지 유산
회랑 프로젝트(Wilderness Heritage Corridor Projects) 홍보
포트 티콘에로가 협회(Fort Ticonderoga Association) - 25,000 달러:
구조 개선, 포트 티콘에로가의 석조 갑판 수리
BluSeed Studios, Inc. - 39,010 달러: BluSeed Studios 의 새로운 경관:
사라낙 호수(Saranac Lake)의 마을 여행 도로(Village Travel Corridor)를
따라 늘어선 건물 및 부지 개선
Adirondack Folk School, Inc. - 18,700 달러: “NY 루쩨른 호수(Lake
Luzerne)의 애디론댁 폴크 학교(Adirondack Folk School)를 만나 보세요!”
동영상 프로모션
애디론댁 사가모어 협회(Sagamore Institute of the Adirondacks) 67,620 달러: 그래이트 캠프 사가모어(Great Camp Sagamore) 방문자
통역 및 교육 프로젝트
해밀턴 카운티 - 60,000 달러: 애디론댁 사이클링 전략 1 단계, 그레이트
사우스 숲(Great South Woods)의 자전거 관광 경제 성장
조지 호수 부지 보호 협회(Lake George Land Conservancy) - 40,000
달러: 파일럿 노브 산책로(Pilot Knob Trail) 재건
카로가 타운 - 6,000 달러: 휠러빌 산책로 시스템(Wheelerville Trails
System) 개념 계획안
윌스보로 타운 - 75,000 달러: 플로렌스 해서웨이 휴양 공원(Florence
Hathaway Recreation Park) 개발
존스버그 타운 - 73,981 달러: 스키 볼 공원(Ski Bowl Park) 개선 - 리틀
고어(Little Gore) 정상 산책로 및 해변 개선
사라낙 레이크 빌리지 - 75,000 달러: 사라낙 레이크 서던
게이트웨이(Saranac Lake Southern Gateway) 다용도 산책로
터퍼 레이크 타운 - 75,000 달러: 터퍼 레이크 레일 & 레일 산책로 준비
기획 및 개선
인디안 레이크 타운 - 73,500 달러: 에섹스 체인 호수(Essex Chain Lakes)
및 시더 강(Cedar River Flow) 마을 게이트웨이 시설
노스빌 빌리지 - 42,000 달러: 노스빌 빌리지 지역 업데이트
Otter Lake Fire Company Inc. - 19,210 달러: 포레스트 포트의 고령자
아파트에 대한 Otter Lake Fire Co. 타당성 조사

캐츠킬 공원


마운틴 톱 아버리텀(Mountain Top Arboretum) - 60,000 달러:
태너스빌의 마운틴 톱 아버리텀 교육 센터 건설 프로젝트









Shandaken Theatrical Society, Inc. - 50,210 달러: 페니키아 극장을
개조하여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Shandaken Theatrical
Society 에 지원
헌터 타운 - 75,000 달러: 헌터 타운 산책로 이니셔티브
애쉬랜드 타운 - 75,000 달러: 애쉬랜드 타운 공원 팔각정(Octagonal
Pavilion)
9 개의 인접 지자체를 갖춘 샨다켄 타운 - 74,734 달러: 캐츠킬 공원
경관도로 시행 프로젝트(Catskill Park Scenic Byways Implementation
Project)
록랜드 타운 - 35,000 달러: 록랜드 타운 전역 종합 계획(Town of Rockland
Townwide Comprehensive Plan)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이번
보조금은 애디론댁 공원 및 캐츠킬 공원의 커뮤니티가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 활동 및
전략을 개발 및 구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EC 의 스마트 성장 시행 보조금
프로그램(Smart Growth Implementation Grants Program)은 경제 개발, 인공 환경,
대체할 수 없는 천연 자원과 건강한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식하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휴양의 절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성장 보조금(Smart Growth Grants)은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지역사회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주도의 이니셔티브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캐츠킬 공원 및 애디론댁 공원 커뮤니티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최신 차수로 뉴욕주는, 주무부 및 애디론댁 공원 관리청(Adirondack Park
Agency)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를 통해 주정부 공원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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