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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가 모호크 밸리의 새로운 락 E-13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설은 Path Through History 계획을 진전시키고, 모호크 밸리를 최고의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부각시킵니다 

 

농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지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Taste NY 스토어가 

포함됩니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가 모호크 밸리에 뉴욕 주 고속도로를 따라서 락 E-13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의 정식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휴게소는 모호크 밸리 전반에 걸쳐 

진행된 지역의 “Capital for a Day” 행사에 뒤이어, 2015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 두 개의 주요 운송 동맥인 이리 운하와 

고속도로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설에서는 모호크 밸리에 있는 

역사적 관광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며, 여기에는 뉴요커들과 방문객들 모두를 

똑같이 우리 주의 세계적 수준의 식품과 음료 생산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Taste 

NY 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별개로, 

이리 운하 회랑 지대는 뉴욕 역사의 필수적 일부이며, 현재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추진체로 남아 있습니다. 락 E-13 휴게소는 고속도로 관리청 및 Canal Corporation 

사이에서 우리가 발전시켜온 협업의 빛나는 사례이며, 새로운 Taste NY 스토어와 함께, 

이 지역의 풍성한 역사를 매년 뉴욕 주 북부를 방문하는 수백만명의 관광객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28번 출구(풀톤빌)와 29번 출구(캐나조하리) 사이의 마일포스트 187에서 서쪽으로 

구부러진 뉴욕 주 고속도로(I-90) 지점에, 이리 운하와 모호크 강의 가장 경치 좋은 

구간들 중 하나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락 E-13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는 뉴요커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똑같이 쿠오모 주지사의 Path Through History 계획을 통해서 주 북부의 

수로를 탐색하도록 권장합니다. 휴게소에는 뉴욕 주 북부의 성장에 미친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전시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Taste NY 스토어는 뉴욕에 기반을 둔 거의 30개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우리 주의 

세계적 수준의 상품을 홍보하고, 이 지역의 농업 관광을 북돋웁니다. 생산자들 중 많은 

수는 모호크 밸리 출신이며, 모호크 밸리는 풍부한 농업 유산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리 운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여러 종류의 차, 

요구르트, 치즈, 땅콩 버터와 잼 등 폭넓게 선별된 식품과 음료는 물론이고, 핸드 크림과 

페이스 크림, 비누 및 양초 등과 같은 가정 관리 용품과 개인 생활 용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에서는 애완 동물용 제품도 판매합니다.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Taste NY 참여자들의 전체 명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 상원의원 조지 아메도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호크 밸리는 뉴욕주의 

역사에서 특유하고 필요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락 E-13에서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가 개장됨에 따라, 방문객들과 거주자들은 이제 이 지역의 풍성한 역사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운하와 강을 따라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훌륭한 현지 제품을 시식할 

수 있는 편리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스토어는 계절에 따라 개장될 것이며, 주 전역에 걸쳐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비영리 조직인 NYSARC, Inc.의 몽고메리 카운티 지부인 리버티(Liberty)에 

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리버티의 프래시 마켓 고용 훈련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이 

스토어는 NYSARC 의뢰인들이 유용한 직업 기술과 실제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락 E-13 이외에도, Taste NY 제품들은 뉴욕의 고속도로들을 따라 

설치된 휴게소와 여행 플라자, Taste NY 카페, 구내 매점 및 주 전역에 걸친 바를 

포함해서, 거의 48개의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http://www.agriculture.ny.gov/Lock_13_Producers_20160608.pdf


고속도로 관리청 및 Canal Corporation 회장인 조안 M. 마호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고속도로 관리청 및 Canal Corporation 사이에 

이루어진 협업을 반영합니다. 각각의 고속도로와 운하는 매년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여가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에 대해서 주 북부의 경제적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이 새로운 현장은 관광객들과 뉴요커들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 주의 풍성한 

역사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북부가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돕는데 지속적으로 전념하는 것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관리청 상임 디렉터 빌 핀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운하는 

사실상 뉴욕의 많은 타운을 통과해서 평행하게 진행되며, 수십년 동안 주 북부의 여행과 

관광을 촉진해왔습니다. 우리 주의 필수적인 두 개의 운송 동맥으로서, 새로운 휴게소는 

뉴욕 주 북부의 경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관광도 진흥시킬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락 E-13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는 운전자들이 이리 운하의 마력을 

힘들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육로와 수로 사이의 연결점을 활짝 열 것입니다. 

 

Canal Corporation 디렉터인 브라이언 U. 스트래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운하 시스템은 전 세계에 걸쳐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락 E-13에 설치된 

고속도로에 있는 최초의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의 개장은 방문객들이 뉴욕 주 북부에서의 

상업과 관광에 대한 운하의 주요한 기여에 관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들인 힘든 노고와 계획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가 모호크 밸리에서 운하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직접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하워드 젬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세기 초 이래, 뉴욕의 운하와 도로는 산업 허브들을 연결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우리의 지역 경제는 주의 인프라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의 불굴의 지원 덕분에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Path Through 

History 계획의 13개 테마 중 하나인 운하 및 교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락 E-13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를 방문함으로써 시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여행자들을 

초대합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는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길을 계속 닦아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 정부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주 농업 커미셔너인 리차드 A. 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모든 Taste NY 

스토어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의 식품 및 음료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며, 우리는 이들을 

새로운 시장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농업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출범시켰으며, 3년이 더 지난 지금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압도적인 성공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락 E-13 휴게소는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관광 명소들에 추가해서, 이 지역의 가장 좋은 현지 제품을 홍보하면서, 

관광과 농업 사이의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수의 Taste NY 스토어가 추가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임원인 매트 오센포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이 방문객 센터는 관광 및 여가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허브로서 

기능하는 것에 추가해서, 방문객들을 사로잡고, 운하와 관련된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우리의 풍부한 역사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념하고, 관광과 지역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때, 저는 이 “리빙 히스토리” 휴게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몽고메리 카운티와 협력한 점에 대해 주지사, 고속도로 관리청 및 

Canal Corporation에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리버티 프래시 마켓이 스토어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에 너무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지역 농업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버티 ARC의 CEO 제니퍼 손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리버티 프래시 마켓을 

Taste NY 매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리버티 ARC가 지원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성장 기회입니다. 우리는 발달 장애 및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쟁적이지만 보호해주는 환경에서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고용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주지사의 Taste NY 계획,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뉴욕주 고속도로 관리청 및 Canal Corporation과 이루어지는 이러한 파트너십은 리버티 

프래시 마켓과 같은 고용 훈련 프로그램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Path Through History에 관해서  

2012년에 쿠오모 주지사에 의해 출범된 Path Through History 계획은 뉴욕 주의 역사에 

관한 13개의 테마를 주제로 하는데, 여기에는 예술 및 문화, 운하 및 교통, 시민의 권리, 

식민지 역사, 이민, 혁신, 미국 원주민, 자연사, 혁명 전쟁, 스포츠 역사, 미국 대통령, 

1812년 전쟁,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paththroughhistory.iloveny.com을 

방문해서, 뉴욕의 다양한 11개 휴가지 중 하나로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현장, 랜드마크 및 박물관을 

방문하고, 연중 내내 진행되는 문화 행사를 체험하고, 우리 주의 풍성한 역사를 직접 

경험하세요. 

 

Taste NY에 관해서 

Taste NY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의 식음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에 출범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감독은 농업시장부에서 담당하며, 현지 생산자들이 Great New 

York State Fair와 같은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교통 허브에 스토어를 개장했으며, 여행자들이 뉴욕 주에서 재배하고 만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 1,100개의 로컬 기업들이 이 기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제품과 뉴욕 주의 성장하는 식음료 시장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연결하였습니다. 

Taste NY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taste.ny.gov를 방문하십시오. 

Facebook, Twitter, Instagram 및 Pinterest를 통해서 Taste NY과 연락하세요. 

 

리버티에 관해서  

NYSARC, Inc.의 몽고메리 카운티 지부인 리버티는 지역 사회에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자 하는 발달 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에 의해서 195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조직은 휴가, 거주 및 일상의 가정 

지원과 보건 관련 서비스를 포함시킬 정도로 성장해왔으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거의 

55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http://www.taste.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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