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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FRONTIER TOWN CAMPGROUND) 첫 단계 

완료 발표 

 

과거 테마 파크 장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 경제를 향상시키고 애디론댁스의 

레크리에이션 기회 연계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공원길을 위해 현재 사계절용 주차 지역 개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 승마장, 일일 사용 

구역(Frontier Town Campground, Equestrian and Day Use Area)의 첫 단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스 허드슨 타운에 있는 이전의 프론티어 타운 테마 

파크(Frontier Town theme park)의 부지에 자리잡은 이 새로운 공공 캠프장 시설은  

(1) 뉴욕주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2) 뉴욕 주민을 자연과 야외 활동으로 

인도하기 위해, (3) 주지사의 “애디론댁스로 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to the 

Adirondacks)” 관광산업의 허브이며 뉴욕주의 어드벤처 뉴욕(Adventure NY)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특색있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자원이 조성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허드슨은 방문객들에게 애디론댁스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소개하고 여행자들이 뉴욕의 훌륭한 야외 환경을 탐험하도록 

장려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애디론댁스로 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to the 

Adirondacks)의 첫 단계가 현재 완료되었으므로 방문객들은 이 독특한 장소 체험을 

시작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및 지역에서 전례 없이 성장하고 있는 관광업을 

활성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Frontier Town 

Campground)의 변화는 과거 테마파크 장소를 회복하고 거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또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개발은 노스 허드슨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애디론댁스에서 관광업을 계속해서 촉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과 C.T. 메일 어소시에이츠(C.T. Male 

Associates)가 협력하여 설계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새로운 캠프장은 다양한 캠핑 경험을 할 수 있는 91개 캠프 구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캠프장의 첫 단계는 현재 완성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전기 배선을 갖추고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준수 

시설 33곳의 승마 캠프장을 위한 공간이 있는 환경보존부(DEC)의 오터 

크리크(Otter Creek) 시설을 모델로 한 승마 캠핑 구역, 

• 뉴욕주 9번 도로(NYS Rt. 9) 근처 프론티어 타운 로드(Frontier Town 

Road)에 위치한 사계절 공원길에 갈 수 있는 주차장에서 트레일러가 달린 

차량 18대, 차량 6대, 접근 가능한 차량 2대를 포함한 26대용 연중 주차 

공간 제공, 

• 34대 주차 공간, 파빌리온, 놀이터 2개, 휴식 공간, 전기 자전거 충전소가 

있는 쉬룬 리버(Schroon River) 물가 주변의 계절별 일일 사용 구역, 

• 티켓팅 운영 일부를 거들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입구 티켓 

부스, 

• 직원 오두막 2채, 재활용 장소, 장작 보관 건물, 물 처리/보관 건물, 기타 

캠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캠프장 계획은 지역과 애리론댁 파크(Adirondack Park)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연결하고, 관광산업을 강화하며, 노스 컨트리의 지역 경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애디론댁스로 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to the Adirondacks)를 마련하기 위한 어퍼 

허드슨 레크리에이션 허브 마스터 플랜(Upper Hudson Recreation Hub Master 

Plan)에서 계획되었습니다. 주지사의 2017년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노스 허드슨 타운의 노스웨이 29 번 출구(Exit 29)에 

관광산업 허브를 수립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애디론댁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게이트웨이 부지는 한때 프론티어 타운 테마 파크(Frontier Town theme 

park)가 있던 자리입니다. 5개의 인접한 애디론댁 타운들과 협업하고 있는 뉴욕주와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 OSI)가 지역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며, 파크 방문객을 증대시킬 새로운 여가 활동 허브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체이즌 컴퍼니스(Chazen Companies)를 고용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노스 허드슨 타운과 에섹스 카운티가 소유하고 있는 

약 91에이커 규모의 토지에 건설된 승마 캠핑장과 일일 사용 구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환경보존부(DEC) 캠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뉴욕 웍스(NY Work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주정부 투자금 1,900만 달러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해당 부지의 지형과 

자연적 특징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캠프장을 보존 지역권의 조건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부지는 

20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노스 컨트리 지역사회와 관광 경제에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전 세계의 야외 활동 애호가들을 끌어들여 매년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할 애디론댁 산의 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론티어 타운 

부지에서 시작한 애디론댁스로 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to the Adirondacks) 

프로젝트의 첫 단계 완성은 애디론댁 파크(Adirondack Park)를 세계적 관광지로 바꾸고 

보존하려는 주지사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일반서비스국(OG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에서 경제 

촉진제로 관광업을 확장하려는 Cuomo 주지사의 다년간에 걸친 목표를 따라 새 

애디론댁스로 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to the Adirondacks)를 만들기 위해 

일반서비스국(OGS)이 계약한 몇몇 뉴욕 소재 회사들이 작업을 완성하여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의 작업으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 장소를 관광객과 거주민들 모두 즐길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캠프장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 곳의 레크리에이션 차량(RV)과 트레일러 캠핑 장소를 위한 공간이 있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트레일러 캠핑 구역. 해당 캠프장에는 전기 연결 

장치와 벽난로, 편리하게 설치된 수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RV 구역에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 단체 캠핑장 3곳, 예약이 필요 없는 캠프장 3곳, 샤워 건물 2채, 놀이터 

1곳, 파빌리온 2채 등을 포함하는 총 45곳의 텐트 캠핑장이 있는 텐트 

캠핑 구역. 초목 식물로 조성된 기존의 완충 지역이 최소한 30 피트 정도 

텐트 캠핑장 사이에 유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텐트 캠핑장은 강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쉬룬 리버(Schroon 

River)를 따라 조성된 강둑 상단에서 최소한 30 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텐트 캠핑 구역 내 전기 자동차 충전소.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 승마장, 일일 사용 구역(Frontier Town Campground, Equestrian 

and Day Use Area)은 내년 여름까지는 완전히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사진, 렌더링을 보시려면 환경보존부(DEC)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서비스국(OGS)은 존스타운의 더 웨슨 그룹(Wesson 

Group)에 현장 준비 패키지를 수여했습니다. 새로운 캠프장, 승마 센터, 일일 사용 

구역의 건설 계약을 맺은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체인 플래츠버그의 럭 

브로스 주식회사(Luck Bros. Inc.), (2) 전기 공사업체인 시러큐스의 여성 소유 

기업(Women's Business Enterprise, WBE) 웨이드먼 일렉트릭 주식회사(Weydman 

http://www.dec.ny.gov/outdoor/112046.html#_blank


Electric, Inc.), (3) 배관과 기계 업체인 플래츠버그의 L.H. 래플랜티 컴퍼니 주식회사(L.H. 

LaPlante Company, Inc.). 

 

캠프장은 주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소란을 최대한 제한하고 식물, 습지, 지형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로, 산길, 시설 통로는 땅 고르기와 나무 제거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연적 상태에 따릅니다. 승마 캠프 구역 내 주차장과 캠프장 표면에는 마모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붓지 않고 투과성 포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면은 마모된 입자가 

심층토로 침투하기 전에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폭우량 관리 구역을 

만들고 추가로 나무 제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나무 제거를 제한하기 

위하여 폐수 처리용으로 흡수 바닥이 아닌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폐수 흡수 바닥도 

사용되었습니다. 나무 제거 작업 중 나온 부스러기는 폐수 이송장 냄새 제어 필터에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 승마장, 일일 사용 구역(Frontier Town Campground, Equestrian 

and Day Use Area) 트레일은 뉴욕주 9 번 도로(NYS Route 9)와 “티 투 코 라인 트레일 

(Ti to Co Line Trail)”로 알려진 쉬룬 레이크-노스 허드슨 스노우모빌 트레일(Schroon 

Lake-North Hudson Snowmobile trail) 네트워크의 일부를 따라 기존 트레일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이 트레일은 (1) 동쪽으로는 하몬드 폰드 와일드 포레스트(Hammond Pond 

Wild Forest)를 연결하고, (2) 서쪽으로는 밴더웩커 마운틴 와일드 

포레스트(Vanderwhacker Mountain Wild Forest)를 연결하며, (3) 밴더웩커 마운틴 유닛 

관리 계획 개정안(Vanderwhacker Mountain Unit Management Plan Amendment)에서 

고려된 보리아스 폰즈 트랙트(Boreas Ponds Tract)를 포함한 공유지로 가는 서쪽의 파머 

폰드 브리지(Palmer Pond Bridge)와 에섹스 체인 레이크스 컴플렉스(Essex Chain Lakes 

Complex)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 승마장, 일일 사용 

구역(Frontier Town Campground, Equestrian and Day Use Area) 내 트레일은 29 번 

출구(Exit 29)의 프로젝트 지역 북부 지역에서 예상되는 민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트레일 및 공공 도로와 연결됩니다.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노력은 우리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애디론댁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자산을 즐기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노스 허드슨에 한 주 

자원의 대규모 투자로 과거의 프론티어 타운 부지를 재활성화하고 이 변화가 아니었다면 

북쪽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 지역에 들르지 않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큰 상승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와 주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기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을 

확신합니다.” 

 

Dan Stec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프론티어 타운 부지의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결실을 맺어 기쁩니다. 승마 캠핑 구역과 일일 사용 구역은 오락적 



기회를 늘릴 것이며 지역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애디론댁 파크(Adirondack Park)에서 

전체적 경제를 발달시킬 것입니다.” 

 

노스 허드슨 타운의 Ron Moore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 승마장, 일일 사용 구역(Frontier Town Campground, Equestrian and Day Use 

Area) 프로젝트 중 첫 단계 완성은 노스 허드슨 타운의 역사에서 우리 지역에 새 일자리, 

비즈니스 기회, 성장을 가져올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 

승마장, 일일 사용 구역(Frontier Town Campground, Equestrian and Day Use Area)은 

이 지역에서 즐길 새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얻는 집합지 역할을 할 것이며 오락적 

관광산업의 증가는 우리 타운이 매우 필요했던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캠프장 내 

새 공원길은 계획된 지역사회 연결로에서 미네르바, 뉴콤, 노스 허드슨, 인디언 

레이크(Indian Lake), 롱 레이크(Long Lake)를 따라 9번 도로(Route 9)에서 보레아스 

폰즈 트랙트(Boreas Ponds Tract), 에섹스 체인 레이크(Essex Chain of Lakes)로 가는 

기존 길 체계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비전과 공약을 제시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Seggos 커미셔너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섹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Essex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Randy 

Preston 회장 겸 윌밍턴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부 

애디론댁에서 오랜만에 생기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환경보존부(DEC)와 주지사의 비전 

덕분에 이는 노스 허드슨 타운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SI)의 Kim Elliman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Seggos 커미셔너님, 프론티어 타운 캠프장(Frontier 

Town Campground) 개방을 축하드립니다.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는 애디론댁스의 심장부로 향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해 공공 접근성을 

향상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며 지역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유지하는 캠프장 설계를 시작하도록 도와 자랑스럽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SI)는 지난 25년 동안 거의 30,000에이커를 지키며 애디론댁의 독특한 

문화, 오락, 자연 유산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이 멋진 경치를 통해 계속해서 

부지 보존과 전략적 레크리에이션 기회 홍보를 진행할 것이 기대됩니다.” 

 

2011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676억 달러를 지출한 2억 4,38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4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매년 

938,8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고용업계입니다. 

 

지난 해 1,240만 명 이상이 애디론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016년보다 46만 명이 

늘어난 것이며, 2011년부터 약 20퍼센트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지역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직접 소비로 14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며, 여기에는 주 및 지역 세금 1억 



78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한, 여섯 카운티에 걸쳐 21,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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