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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ADIRONDACK 6개
개 커뮤니티를 위한 UPPER HUDSON 레크리에이션 허브 보조금 50
만 달러 발표

기금은 경제 발전과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연결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조금 50 만 달러가 Adirondack 지역에 주정부가 새로이 획득한
전Finch, Pruyn & Co. lands에 사업 개발 및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뮤니티에 수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 보호 협회가 제공하는 Adirondack공원 Upper Hudson레크리에이션 허브
보조금은, 지역의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관광의 기회를 증가시키며 작은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레크리에이션 제품을 확장하는 아홉개의 프로젝트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접근성 및 성장을 촉진하면서 Adirondacks 의 광야를 보존하는 것은 오늘 계속되어야
할 세대의 유산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지역에 걸쳐 지역 사회 경제를
강화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들이 쉽게 낚시, 사냥, 하이킹과 Adirondacks의 비교할 수 없는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Adirondacks과 뉴욕 주를 위해 자신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Nature Conservancy에게 감사합니다. “
Upper Hudson과 Long Lake에서 승마 공간을 만들면서, Newcomb과 Upper Hudson강에
인플레이터블 카약 여행의 새로운 가이드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Adirondack 공원 Upper Hudson
레크리에이션 허브 보조금은 사업 중심의 지역 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관련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Essex 카운티는 보조금의
일부를 사용하한 소규모 창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Nature Conservancy는 2007 년 전 Finch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주정부가 Nature Conservancy가 6만9천에이커와 5년 넘게 다른 Nature
Conservancy를 획득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2012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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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 부서의 위원 Joe Martens은 “ Adirondack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전 Finch 토지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중요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야외 활동에 추가 공용 접근성을 개발하고, 보조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ture Conservancy와
카운티 및 지방 공무원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와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공원에서 공공
토지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Carr, Nature Conservancy 의 Adirondack본부 전무 이사는 “우리는 Adirondacks의 역사적인
보존 조치에 대해 Cuomo 지사 및 위원 Martens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Nature Conservancy는
아름다운 땅이 공원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경제의 새로운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지역 사회, 지역 관광 사무소 및 국가 기관과의 작업을 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Essex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장의 Randy Douglas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방문자 및 주민을 위한 야외 기회를 향상시키는 Cuomo 주지사 및 위원
Martens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 발전 향상을 제공하고, 넓은 범위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Hamilton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장의 Bill Farber는 “나는 여기 뉴욕 주에 광대 한 토지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숲 보존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Hamilton 카운티에서 의미있는 여가 계획을 개발을 위해 먼 길을 갈 것이며 나는 이를 무척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ewcomb 감독자 George Canon은 “우리는 Adirondack 경제를 지원하는 Cuomo 지사의 활동에 대해
무척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 보조금 지원은 Finch 토지 보존의 전체 혜택을 받는 방향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지사의 리더십을 매우 감사히 여기며, 이 자금은
Adirondacks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부 허드슨 타운 감독자 Ron Moore는 “북부 허드슨의 마을이 보조금 받는 지역 중 하나가 되어
기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전 Finch Pruyn 및 Nature Conservancy 토지의 취득에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기회를 증가시키고 우리의
도시에서 무척 필요한 경제 성장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조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Nature Conservancy에 감사하며, Adirondack 공원과 여기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및 위원 Marten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
Minerva 감독자 Stephen McNally는 “Minerva 타운이 보조금 수여 지역가운데 하나가 되어
기쁩니다. 이 새로운 주 토지 취득과 함께 Minerva를 위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및 위원 Martens과 Nature Conservancy의 도움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이
지역을 진정으로 뛰어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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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Lake 감독자 Clark J. Seaman은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Long Lake의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자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Upper Hudson 레크리에이션
허브의 다른 네 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Long Lake가 동북지역에서 승마 라이더들을 위한 특별한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Indian Lake 감독자 Brian E. Wells는 “Cuomo 지사는 다시 한번 주 북부의 경제 부흥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이 구입 때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될 뿐만 아니라 또한
Adirondack의 도시의 경제 성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수여는, 설립 기업과 기업이 갱신 할 수있는 융통성 있는 접근 방법을 보여줍니다. Indian
Lake는 이 프로젝트의 구현을 기대하며, Adirondacks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Johnsburg 감독자 Ron Vanselow는 “Johnsburg의 마을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전율을
느끼고 나는 Cuomo 지사 및 Nature Conservancy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 보조금은 반드시 이 새로
인수 한 땅을 경험하고 우리 지역에 방문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dirondack 공원 Upper Hudson 레크리에이션 허브 보조금은 Nature Conservancy와 뉴욕 자연 유산
협회(New York Natural Heritage Trust), 뉴욕 환경보전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의해 관리됩니다.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Newcomb Guides Service LLC, 지역 안내 서비스를 위해 쓰여질 장비를 위해 Newcomb의
의
마을에 10 만 달러가
달러 지원되며, 이는 셔틀 서비스 및 안내되는 낚시, 사냥, 래프팅, 산악
자전거, 캠핑 및 오지에 카누 / 카약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Essex Chain
호수, Upper Hudson강에서 하며 앞으로 Boreas Ponds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Newcomb에 방문객들이 이용할 High Peaks Kitchen과 Campground에 말 마구간을
설치하는데 쓰일 30,000달러
달러.
달러
• North Creek Rafting Company LLC, 지역 안내 서비스를 위해 쓰여질 장비를 위해
Johnsburg의
달러가
의 마을에
마을 13,250달러
달러 지원 되며, 이는 Upper Hudson강과 Newcomb 사이와
Indian River의 합류지점에서 인플레터플 카약 여행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여행은 초보자에
적합하며 Newcomb의 남쪽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 Lake Harris부터 Indian River까지 이어진
7마일의 철교. Hudson과 Indian강이 합류하는 상류지점과 Hudson Gorge의 강한 급류.
• Adirondack Parkwide 레크리에이션 전략, 3 마을(Hamlet) 및 지역 사회 종합 계획을
포함하여 이전 계획 노력을 활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Essex 카운티에 356,750달러
달러:
달러
Essex 카운티 산업 진흥원 - 창업 보조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자격이 확대되며 혹은 또는 Upper Hudson 레크리에이션 허브에
방문객을 유치하기 시작한 영세기업을 창업하거나 그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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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이 현대화 되고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일자리를 얻고 만들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Indian Lake 마을 - Indian Lake Core 개발 및 획득
보조금은 대상 시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상업 주거 문화 재개발, 더불어 인프라 및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 지구를 만들어 Indian
Lake는 도심 지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ong Lake 마을마을 승마 Pole Barn과 승마 스테이징 지역
보조금은 Long Lake 마을이 확장하고 새로운 승마 산책로 기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승마 트레일에서 승마 준비 영역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승마 스테이징
영역은 다른 여가 활동을 수용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설계됩니다.
Minerva 마을 - Minerva 호수 캠프장 업그레이드 및 확장
보조금은 수도와 전기배선, 새로운 풀 서비스 야영장의 건설과 새로운 덤핑
스테이션과 새, 고효율 LED 조명 설치의 설치를 통해 Minerva 소유 캠프장의
마을에서 방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쓰일 것입니다.
Newcomb 마을 - 정보 센터 업그레이드 및 마케팅 계획의 구현
Newcomb 마을은 Hudson강 정보 센터를 개선하고 멀티 단계별로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합니다.
North Hudson 마을 – 9번 도로의 다용도 트레일 액세스 개선
North Hudson 마을은 뉴욕 주 9번 도로의 동쪽과 서쪽 측면에 있는 시 소유의 다중
이용 산책로의 광범위한 시스템을 통해 주 소유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트레일
코스 주차장, 승마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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