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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드허드슨 계곡 및 주도 지역 트레일 개발 프로젝트에 $254,000  

지원 발표  

 

22개 커뮤니티에 트레일 건설, 기획 및 개선 예산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미드허드슨 계곡 및 주도 지역 22개 커뮤니티와 단체가 

2016 Greenway Conservancy Trail Grant Program을 통해 사상 유례 없는 $254,000의 

대응교부금을 받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 계곡(Hudson River 

Valley) 전역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트레일과 개방녹지에서의 방문객 경험을 개선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레일들은 허드슨강 계곡의 빼어난 자연미와 

야외휴양 환경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이번 예산 지원은 이러한 트레일웨이들을 잘 

보존하고 접근성을 높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 자연이 선사한 이곳의 보물들을 앞으로 

오래도록 즐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Greenway Conservancy Trail Grant Program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New York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Greenway Conservancy Trail Grant Program은 뉴욕시에서부터 애디론댁 

산맥까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명소와 공원, 개방녹지, 커뮤니티센터를 잇는 허드슨강 

계곡 그린웨이 트레일(Hudson River Valley Greenway Trail)의 건설이라는 Greenway의 

목표를 지원합니다.  

 

2016 Greenway Conservancy Trail Grant Program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rts and Recreation Commission of Whitehall, Inc. - $10,000 - 포트앤(Fort 

Ann)에서 Whitehall Canalway Trail까지  

 트로이 시(City of Troy) - $12,500 - Uncle Sam Bike Improvement 사업 계획  

 렌셀러 고원 연맹(Rensselaer Plateau Alliance) - $25,000 - 허드슨강 계곡 

그린웨이 트레일의 렌셀러 고원 사업계획  

 나소 빌리지(Village of Nassau) - $18,300 - 나소 빌리지(Village of Nassau)의 

올버니-허드슨 전기 트레일(Albany-Hudson Electric Trail)  

http://www.hudsongreenway.ny.gov/home.aspx


 킨더후크 타운(Town of Kinderhook) - $3,000 - 킨더후크 트레일(Kinderhook 

Trail)과 타운공원(Town Park) 사이 연결로  

 Columbia Land Conservancy - $7,500 - 그린포트 보존구역(Greenport 

Conservation Area)의 안내판  

 소거티스 타운(Town of Saugerties) - $15,000 - 이브스포인트(Eve’s Point)와 

브리스톨비치(Bristol Beach)를 연결하는 트레일  

 레드후크 타운(Town of Red Hook) - $20,000 - 마을 간 연결 트레일: 티볼리 

빌리지 - 바드 칼리지 - 레드후크 타운 - 레드후크 빌리지  

 라인벡 타운(Town of Rhinebeck) - $4,000 - 라인벡 커뮤니티 공원의 트레일 

진입로 부속건물  

 Winnakee Land Trust - $14,800 - 라인벡 트레일 프로젝트  

 킹스턴 시(City of Kingston) - $30,000 - 킹스턴 포인트 레일 트레일(Kingston 

Point Rail Trail) 델라웨어 노드의 헤즈브룩(Hasbrouck)  

 Scenic Hudson - $4,900 - 에소푸스 목초 보존지와 블랙크릭 보존지의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마블타운(Town of Marbletown) - $2,000 - O&W 레일 트레일 지도와 책자  

 로젠데일 타운(Town of Rosendale) - $10,000 - 월킬 밸리 레일 트레일-로젠데일 

길안내 표지물 프로젝트  

 하이드파크 타운(Town of Hyde Park) - $7,500 - 하이드파크 트레일-지도, 웹 및 

키오스크 이용 가이드  

 머홍크 보존지구(Mohonk Preserve) - $5,000 - 머홍크 보존지구 구릉지대 안내판  

 Palisades Parks Conservancy, Inc. - $5,000 - 아이스 케이브 트레일 개선 작업  

 허드슨 보행자 다리(Walkway Over the Hudson) - $5,000 - Greater Walkway 

Experience 지도 개선 작업  

 포킵시 연맹(Poughkeepsie Alliance) - $7,000 - 워터프론트 연결 프로젝트: 1.5 

단계  

 NY-NJ 트레일 컨퍼런스(NY-NJ Trail Conference) - $5,000 - 웨스트체스터 

트레일 지도  

 요크타운 트레일 위원회(Yorktown Trail Committee) - $12,500 - Mohansic 

트레일웨이 공사 2단계  

 오시닝 타운(Town of Ossining) - $30,000 - 개방녹지, 자전거도로 및 상업지 

연결로 관련 계획 수립  

 

Rose Harvey 주립공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조성된 트레일은 위대한 우리 주의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계절 내내 휴양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번 보조금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계곡의 장려한 경치를 즐기는 한편, 손님을 맞이하는 

커뮤니티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도 향상될 것입니다.” 

 

Mark Castiglione Hudson River Valley Greenway 전무이사 직무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udson River Valley Greenway는 이처럼 다양한 트레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지역의 트레일 연결로를 조성하고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관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커뮤니티와 단체에 

갈채를 보냅니다.”  

 

Sue Ser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주 차원에서,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역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을 때 어떤 성취가 가능한지 잘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 지역 최대의 자산 가운데 일부인 

바, 저는 방문객과 주민 모두 이 놀라운 자연의 선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지역의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에 감사드립니다.” 

 

Kevin A. Cahi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아름다운 하이킹 

트레일의 개선과 확장에 투입되는 재정적 자원을 비롯한 기타 여러 자원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환경보호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Greenway Conservancy Trail Grant 

Program과 Hudson River Valley Greenway 및 뉴욕주 환경보호기금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이 소중한 산책로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확보를 위해 Greenway와 협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방문객과 주민 

모두를 위해 우리 지역을 개선할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Sandy Galef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시닝 타운이 선정되어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의 2016 Greenway Conservancy Trail Grant Program으로부터 

$30,000를 지원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방녹지, 자전거도로 및 상업지 

연결로 관련 계획안은 오시닝 커뮤니티에 확실한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Didi Barrett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트레일(하이킹, 자전거, 

스키 또는 산책로)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야외로 불러내고 지역 경제를 

활발하게 합니다. 이번의 새로운 기금은 다양한 트레일 연결망을 조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허드슨 계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Ned Sullivan Scenic Hudson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웨이 트레일은 허드슨 

계곡의 걸출한 자연미와 역사로 안내하는 통로이자 미래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탄탄한 삶의 질과 활발한 관광 경제를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와 Greenway Conservancy의 비전과 리더십에 갈채를 

보냅니다.” 

 

Hudson River Valley Greenway는 1991년 그린웨이 법에 따라 수립된 독특한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Greenway 구역 내의 지자체 가운데 84% 이상이 스스로를 

“그린웨이 커뮤니티”로 지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보호, 지역 

계획 수립, 경제 개발, 공공의 접근성 개선과 유산 및 환경 관련 교육 등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다양한 목표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된 기획 작업과 수상 및 육상 트레일,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에 

도움이 되는 기타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뉴욕주의 자치 

전통에 따라, Greenway 프로그램에는 규제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Greenway는 또한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과 협력하여 

허드슨강계곡국립유산지역(Hudson River Valley National Heritage Area)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Hudson River Valley Greenway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hudsongreenway.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드슨강계곡국립유산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hudsonrivervalle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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