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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노스웨이 29 번 출구에 만들어질 3,200 만 달러 규모의 “애디론댁
게이트웨이”를 위한 마스터 플랜 발표

뉴욕 기반의 Paradox Brewery 가 게이트웨이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280 만 달러를
투자하며, 22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3,200 만 달러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가 세계 수준의 여가 및 관광 허브를 만들 것임

마스터 플랜은 여기에서 제공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노스 허드슨 타운에 있는 노스웨이 29 번 출구에서
애디론댁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애디론댁 중심부에
위치할 미래의 게이트웨이 현장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한 때는 인기 있는
테마 파크였던 프론티어 타운이 있던 곳입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설립된
수제 주류 기업인 Paradox Brewery 가 게이트웨이 소재지에서 그 사업 운영을 확장하고,
280 만 달러를 투자하며, 노스 허드슨에서 22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 현장에 세계 수준의 관광 목적지를 만들기 위해서 3,200 만
달러의 예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게이트웨이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애디론댁 파크로 유치하고, 노스 컨트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에
있는 세계 수준의 관광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된
마스터 플랜은 애디론댁 파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종합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이 제공하는 광범위하고 뛰어난 여가 활동 기회를 경험하도록 관광객을 유치할
것입니다.”
5 개의 인접한 애디론댁 타운들과 협업하고 있는 뉴욕주와 Open Space Institute (OSI)가
지역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며, 파크의 이 부분으로 방문객을
증대시키게 될 새로운 여가 활동 허브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전문회사를
고용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노스 허드슨 타운, 업퍼 허드슨 레크리에이션 허브의 5 개
타운, Empire State Forest Products Association, Open Space Institute 및 에섹스
카운티가 협력해서 개발했으며, 에섹스 카운티 산업개발청이 그 운영을 감독할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현장은 에섹스 카운티와 노스 허드슨 타운에 걸쳐 대략 총
300 에이커의 부지에 소재하며, 거의 1.5 마일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쉬룬 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디론댁 게이트웨이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룬 강을 따라 있는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캠프장 및 주간 사용 구역.
승마용 캠핑 및 트레일 라이딩 구역.
방문객들에게 애디론댁 파크에 있는 세계 수준의 여가 목적지를 소개하기 위한
방문객 정보센터.
관광객 숙박시설이 구비된 이벤트 센터.
역사적 구조물 내에서 애디론댁 산림 산출물과 로컬 푸드 산업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보여주는 쌍방향 전시시설.

Paradox Brewery 는 2017 년에 새로운 게이트웨이 장소에서 자사의 양조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아울러 선별된 뉴욕의 맥주와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장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Paradox 는 현재 쉬룬 호에서 테이스팅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과 22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보조금과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금 공제를 포함해서, 최대 200,000 달러에 이르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노스웨이 29 번 출구는 Blue Ridge Highway 및 Route 9 의 합류 지점에 있습니다. Blue
Ridge Highway 는 최근 취득된 Boreas Ponds 부동산을 포함해서, 수천 에이커의
애디론댁 산림 보존지구 및 보전지역토지를 통과하는 연중 내내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뉴콤의 타운들, 미네르바, 롱 레이크 및 인디안 레이크로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Route 9 는 노스 허드슨을 쉬룬 호에 연결시켜주며, Route 9
State Bike Route 는 국내 최대의 주립 다용도 트레일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Paradox Brewery 사장 겸 설립자 Paul Mrocka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aradox
Brewery 는 사업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부지를 모색해왔으며, 우리는 노스 허드슨에서의
이 기회가 완벽한 최적지라고 믿습니다. 주지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수제 맥주의 즐거움을 에섹스 카운티의 다른 지역사회에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레일 정상의 기슭에 있는 이 새로운 장소는 우리의 애디론댁 테마와 잘
부합됩니다. 마운틴 뷰는 우리의 방문객들이 Pure Adirondack Craft Beer 를 체험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완해 줍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대한
주 정부의 통찰력 있는 계획은 공원의 아름다움과 야생성을 보존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부단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체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킵니다. 29 번 출구에 있는 새로운 게이트웨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전거 타기, 하이킹, 스키 및 스노모빌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 용지와 보전지역에
있는 수천 마일의 여가용 트레일로부터 몇 분 거리 내에 있으며, 이 트레일들은 공원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들을 연결합니다. 환경보존부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관계자를 규합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Open Space Institute 에
감사드립니다.”
ESD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업스테이트 뉴욕 전반의 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애디론댁 게이트웨이는 방문객과 일자리를 노스 컨트리로
유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제적 과업을 진전시키고, 관광업과 수제 주류
산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 농업부 커미셔너 Richard A. Ba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수제 주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전념과 혁신적 노력에 대한
훌륭한 모범사례입니다. Paradox Brewery 가 게이트웨이에서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지역의 농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농업관광도 부양하고
애디론댁으로 더 많은 방문객도 유치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Betty Little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프론티어 타운을 수도 없이
지나치면서, 다시 한 번 방문객을 유치하게 될 무언가를 매번 생각하고 희망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저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 지역 전반의 관광업을 부양할
새로운 목적지를 이 이상적 장소에 만들기 위해서 주 및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이와
같이 협력하는 것을 보게되어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Cuomo 주지사 및 그의 행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투자는 항상 좋은 성과를 내었으며, 기업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수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것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곳도 애디론댁과 견줄 수 없으며, 이 게이트웨이는 완벽한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하원의원 Dan Stec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노스 허드슨의
수많은 방문객들을 이 공원 지역에서 대단한 여가 기회에 연결시키기 위해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업적 사업 개발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와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 및 지방 정부와 민간 파트너들은 초기에는 승마, 캠핑, 그리고 연관된 주차 및 트레일
시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프로젝트 현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노스 컨트리 지역경제개발협의체 공동 위원장인 클락슨 대학교 총장 Anthony G.
Collins 와 노스 컨트리 상업회의소 소장 Garry Dougla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허드슨과 같은 애디론댁 지역사회의 재생은 처음부터 우리의 지역 경제 개발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로운 명소가 되는 기업이고, 22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Paradox Brewery 와 함께, 이 타운을 애디론댁 방문객들을 위한 활기찬 게이트웨이로
만드는 것은 노스 허드슨을 변혁하고, 전체 지역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노스 컨트리와 그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 전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노스 허드슨 타운 행정책임자 Ron Moor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 개념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은 관광 목적지이자 사업 중심지로서 노스 허드슨을 다시
확립함에 있어서 오래 지속될 것이며, 매우 긴요한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우리의 타운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캠핑 및 여가 활동 지역을 만들고, 애디론댁 파크의 이 부분에
있는 새로운 승마 센터가 매우 성공적이 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DEC 가 타운과
카운티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췯그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사업 운영을 확장하려는 Paradox Brewery 의 관심과 결합해서, 이 프로젝트는
노스 허드슨을 위해 진정으로 변혁적일 것입니다.”
에섹스 카운티 행정책임자 Randy Prest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는
마스터 플랜 개념을 100% 지지하며, 이 현장에서 공공 및 민간 개발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Cuomo 주지사 및 애디론댁 지역의 지역사회들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섹스 카운티 산업개발청은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IDA) 프로젝트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개발 개념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29 번
출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관심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mpire State Forest Products Association 경영 이사 John Bartow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림업이 애디론댁 지역에 대해 미쳐왔고, 향후에도 계속 미치게 될
영향을 강조하는 이 현장에서의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서 주 및 지역의 리더들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Open Space Institute 소장 겸 CEO 인 Kim Elli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의 개발은 협업과 효과적인 공공 및 민간 리더십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여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공유된 약속은 우리가 OSI 및 그 밖의 단체가 보존하기 위해서
도와왔던 수백만 에이터의 산림보전지구로 방문객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토지 보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더욱이, 이 새로운 여가 활동 허브는 새로운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을 더 잘 분산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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