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2월 2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정비 및 관리에 420만 달러 지원 발표  

  

1월 25~27일까지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 실시  

  

프로모션 주간 동안 타주 스노우모빌 애호가를 위해 등록비 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트레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42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1월 25~27일 주말을 

다른 주 및 캐나다의 모든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한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프로모션 주말 동안, 등록 및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0,400 마일에 

달하는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달려 보고 싶은 타주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을 위해 

뉴욕주 등록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사계절 내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겨울 풍경을 즐기고 싶은 스노우모빌 애호가는 뉴욕주에서 

드넓은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무료 프로모션 주말 동안 뉴욕주에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금을 

교부하여, 뉴욕주는 업스테이트 관광 경제 성장을 돕고 미래 세대를 위해 아웃도어 

트레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스노우모빌 트레일 정비를 위해 이번 겨울 해당 지역사회에 42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트레일 보조금은 스노우모빌 

애호가들이 스노우모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지정된 10,400 

마일 거리의 지정 트레일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방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가 거둔 스노우모빌 등록비로 재정 

지원되며 스노우모빌 트레일 개발 및 정비 기금(Snowmobile Trail Development and 

Maintenance Fund)에 예탁됩니다. 카운티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이 트레일을 차례로 관리 

및 정비하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클럽 약 230 곳에 보조금을 나누어 

줍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지급 지원금 세부 사항입니다.  

  

주도 지역    



 

 

Albany  $12,984  

Greene  $3,312  

Rensselaer  $40,452  

Saratoga  $56,784  

Schenectady  $6,684  

Warren  $69,240  

Washington  $110,520  

합계:  $299,976  

  

센트럴 뉴욕    

Cortland  $96,252  

Madison  $148,860  

Onondaga  $93,240  

Oswego  $229,464  

Cayuga  $107,196  

합계:  $675,012  

  

핑거 레이크스    

Genesee  $72,576  

Livingston  $18,144  

Monroe  $37,584  

Ontario  $31,032  

Orleans  $42,336  

Seneca  $7,896  

Wayne  $64,512  

Wyoming  $146,376  

합계:  $420,456  

  

미드 허드슨 지역    

Delaware  $103,200  

합계:  $103,200  

  

모호크 밸리    

Fulton  $61,932  

Herkimer  $191,592  

Montgomery  $65,052  

Oneida  $281,376  

Otsego  $121,668  

Schoharie  $66,696  

합계:  $788,316  



 

 

  

노스 컨트리    

Clinton  $102,060  

Essex  $50,232  

Franklin  $81,864  

Hamilton  $175,536  

Jefferson  $69,612  

Lewis  $283,920  

St. Lawrence  $192,816  

합계:  $956,040  

  

서던 티어    

Broome  $38,976  

Chenango  $105,852  

Schuyler  $24,588  

Steuben  $42,084  

Tioga  $52,512  

Tompkins  $32,352  

합계:  $296,364  

  

웨스턴 뉴욕    

Allegany  $111,348  

Cattaraugus  $153,204  

Chautauqua  $229,176  

Erie  $186,096  

Niagara  $21,840  

합계:  $701,664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청정 트레일은 주민과 여행자 모두에게 놀라운 

스노우모빌 경험을 선사합니다. 스노우모빌 애호가께서는 뉴욕주 전역에서 

스노우모빌을 타면서 다양한 트레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께서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에 투자해 주심으로써, 해당 트레일을 이용하는 이들뿐 아니라 

주변 지역 경제에도 혜택을 가져다 주어 해당 지역에 방문객을 더 많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트레일을 방문하여 

뉴욕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으로 아웃도어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이 뉴욕주를 방문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뉴욕주가 겨울 관광지가 되길 바라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양호한 트레일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위해 뉴욕주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지역 편의시설을 즐기고 뉴욕주의 세계적인 명소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욕주의 독특한 요리와 크래프트 음료를 시식해 보시면서 오래 

머무르시기를 권장합니다.”  

  

뉴욕주 자동차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Terri Egan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DMV는 뉴욕주 및 타주 스노우모빌 애호가 모두를 위해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단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스노우모빌 애호가는 트레일을 

이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스노우모빌, 스키나 기타 뉴욕주가 선사하는 수많은 겨울 

액티비티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께 이번 시즌을 책임감 있게 즐기실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의 Dominic 

Jacangel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관광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스노우모빌을 홍보해 주신 주지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뉴욕주의 트레일을 즐기러 온 

애호가들은 뉴욕주가 선사하는 다양한 스노우모빌링 기회에 만족할 것입니다. 뉴욕주에 

한 번 방문한 방문객은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스노우모빌 클럽에 가입하여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레일 상태는 강설량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 상태를 포함하여 트레일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위해,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의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 웹 사이트 에서 

스노우모빌과 스노우모빌 클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뉴욕주 스노우모빌 트레일 

네트워크(state snowmobile trail network) 지도는 바로여기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DMV는 뉴욕주 스노우모빌 애호가에게 스노우모빌 등록을 매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DMV는 스노우모빌 애호가가 온라인 DMV 웹사이트나, 우편 또는 DMV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노우모빌 등록 비용은 100 

달러이지만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45 달러로 

경감됩니다. 무료 스노우모빌 주말 참가자는 반드시 출신 주/캐나다의 주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스노우모빌을 사용해야 하며 출신 주/캐나다 주에서 요구하는 현지에서 적용된 

보험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주말 전후에 뉴욕 주에서 스노우모빌을 

운행하려는 비 뉴욕 주민은 타주 스노우모빌 뉴욕주 등록 서비스를 통해 15일 등록 

http://nysnowmobiler.com/ride-ny-trails/
https://parks.ny.gov/recreation/snowmobiles/maps.aspx
https://dmv.ny.gov/node/1976
https://dmv.ny.gov/offices
https://dmv.ny.gov/offices
https://transact2.dmv.ny.gov/SnowmobileOutofState/


 

 

허가를 얻어 스노우모빌을 즉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DMV는 우편으로 종신 등록증을 

송달합니다.  

  

겨울 관광 산업은 뉴욕주 전역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직접 방문객 

지출액은 135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뉴욕주의 겨울 관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iloveny.com/winter 및 I LOVE NEW YORK 무료 모바일 앱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iTunes 및 Google Play 앱 스토어 또는 www.iloveny.com/mobil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츠담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at Potsdam)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의 스노우모빌 지역사회에서는 시즌별로 8억 6,8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뉴욕주는 45 개 카운티에 걸쳐있고 200 개 클럽이 유지 관리되며 51 

개 지자체 후원기관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Statewide Snowmobile Trail System)을 통해 스노우모빌링을 지원합니다.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주정부 

토지에서 즐길 수 있는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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