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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ADIRONDACKS의의의의 전전전전 FINCH 부지부지부지부지 취득의취득의취득의취득의 두두두두 번째번째번째번째 단계단계단계단계 종료종료종료종료 선언선언선언선언 

Adirondack 지역사회의지역사회의지역사회의지역사회의 경제경제경제경제 개발과개발과개발과개발과 관광을관광을관광을관광을 촉진하기촉진하기촉진하기촉진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Nature Conservancy,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5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Adirondacks에서 전 Finch Pruyn 부지 9,300에이커 

매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8월에 주지사가 발표한 이번 부지 인수로 공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광 기회의 확대를 보장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Nature Conservancy에서 매입한 토지 구획에는 Hamilton 카운티의 OK Slip Falls 지역, Essex 

카운티의 Casey Brook 지역, Washington 카운티의 Spruce Point 지역, Washington 카운티의 Saddles 

지역, Warren 카운티의 Hudson Riverside/Ice Meadow 지역, Essex 및 Hamilton 카운티의 Indian River 

지역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Adirondack 공원의 멋진 경관을 보호하는 것은 지구의 날 주간을 기념하기에 

무엇보다 안성맞춤이며 이를 통해 관광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 이 멋진 장소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들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최근의 인수를 통해 Adirondack 지역에 대한 오랜 투자를 이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다양한 민간 및 공공 토지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으로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dirondacks는 뉴욕의 고유한 장소이며 천연 자원 보존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및 경재 개발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국 Joe Martens 국장은 이전의 Finch 부지를 

삼림 보호구역에 추가함으로써 허드슨강 상류 지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새로운 관광객을 

Adirondacks까지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서 TNC는 Newcomb, Minerva, North Hudson, Indian Lake, Long 

Lake 및 기타 도시의 전 Finch 부지와 연결된 지역사회 연계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에게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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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있는 Nature Conservancy의 Bill Ulfelder 이사는 “Andrew Cuomo 주지사와 Joe Martens 

국장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는 Adirondack Park에 이러한 장점을 추가하여 전설적인 보존 

지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숲, 하천, 호수를 보호하는 것은 관광, 레크리에이션, 야생 

생물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뉴욕의 수질을 더욱 개선하고 태풍 Irene과 Sandy와 같은 악천후 

발생 시기에 홍수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The Nature Conservancy의 Adirondack 총회의 Michael Carr 이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계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 

관계자, 지역사회 지도자, 삼림 전문가, 그 외 혁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준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에 TNC는 Finch Pruyn에서 161,000 에이커 면적의 전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TNC 는 이 

중에서 90,000 에이커를 삼림 관리를 위해 민영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뉴욕주는 2010년에 이 

토지는 북부 카운티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고 살아 있는 숲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이러한 토지에 대한 보호권을 취득했습니다 

 

TNC는 보호를 69,000 에이커 면적의 소유 토지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합의서에 의거 2012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에 따라 69,000 에이커 면적의 

부지는 뉴욕주에 매각됩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전 Finch 부지 인수는 118년 동안 뉴욕주 삼림 

보존의 역사상 가장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인수는 18,318 에이커 면적의 2012년 Essex Chain of Lakes 매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The Nature Conservancy에게 총 9,300 에이커 면적에 대해 63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 부지에 대한 전체 보유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DEC와 APA는 서로 협력하여 전 Finch 부지의 향후 분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DEC는 

Adirondack 지역 정부와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69,000 에이커 부지에 대한 일반인 

이용 및 주 토지 분류안을 작성하여 Adirondack Park 기관 및 공원 이해 관계자 그룹에게 

제출했습니다.  

 

APA는 올해 후반기에 해당 구획에 대한 토지 분류 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반인 의견 

수렴 기간은 계획 초안이 공개된 후 시작되며 최종 권장 사항이 주지사 승인을 위해 발송되기 전에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토지 분류가 승인되면 DEC는 이 부지의 장기적 공공 및 행정적 용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구역관리계획을 위해 일반인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APA와 DEC는 Essex Chain of Lakes와 Indian River 지역을 통해 Hudson과 Cedar강에 대한 조기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인 접근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임시 일반인 접근 계획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도로 사정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접근에 대해 향후 몇 주 이내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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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of Newcomb의 George Cannon 감독관은 “이러한 지역의 인수로 하이킹 기회가 증가하고 

Newcomb Town Beach에서 허드슨강 상류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Adirondack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기회도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wn of Indian Lake의 Brian E. Wells 감독원은 “뉴욕주의 OK Slip 폭포와 Indian River 지역 인수는 

Albany에게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인수가 환경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경제를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DEC는 APA 분류에 대해 균형 잡힌 

권장사항을 이끌어 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에 APA에 대한 의견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사람들의 현지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공원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인수할 지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디안인디안인디안인디안 강강강강/허드슨허드슨허드슨허드슨 강강강강, Indian Lake 및및및및 Minerva 타운타운타운타운, Hamilton 및및및및 Essex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Adirondacks의 가장 

인기 있는 래프팅 경험은 Indian강에서 시작하여 Hudson River Gorge까지 15마일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 940 에이커 면적의 지역을 민간 소유 보존 구역에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다양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OK Slip Falls 지역도 참조.) 이 지역은 매년 2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래프팅의 명소입니다. 이번 결정은 또한 오랜 세월 기다린 허드슨강 상류의 

접근과 Gorge의 3/4등급의 유속보다 조용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보트족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허용하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멋지게 펼쳐지는 허드슨 강은 독특한 자연 그대로의 강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되어줄 것이며 방문객이 숙박과 식료품을 사러 Indian Lake, Blue Mountain Lake, Long Lake, 

Newcomb, Minerva 등의 지역을 방문하게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곳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올해에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일반인 접근에 대한 최신 정보는 DEC의 

웹 사이트: www.dec.ny.gov에서 제공합니다.  

 

OK Slip 폭포폭포폭포폭포, Town of Indian Lake, Hamil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Adirondack 공원의 폭포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OK Slip 폭포는 곧 일반인의 하이킹과 기타 아웃도어 활동을 허락하게 될 2,800 에이커 부지에 

속합니다. 이 지역에는 허드슨강, Blue Ledges, Hudson River Gorge, Carter, Blue Ledge 및 Pug Hole 

연못 등이 2.1마일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곳은 또한 매년 25,000명의 모험가를 유혹하는 인기 있는 

래프팅 코스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희귀하고 중요한 식물, 이끼류, 우산 이끼류가 Adirondack 공원의 어느 곳보다 많습니다. 

또한 뉴욕주에서 보라색 풍서란, 가는 떼, 야생 달래, 기타 진귀한 식물이 아직도 서식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표의 지리적 구성으로 인해 Adirondack 토양은 일반적으로 산성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표는 

미네랄이 풍부한 Grenville 대리석으로 유명합니다. 10억 년 된 대리석 노두가 미네르바 처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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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OK Slip 폭포는 식물들이 번성하기 좋은 상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lue Ledges는 모두 

대리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서쪽을 향하고 있고 여름에 습한 상태이므로 북쪽의 작고 동떨어진 

산이 피난처와 같은 기능을 하여 북부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잔류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Blue Ledges에서 성장하는 96종의 이끼류 중에서 1/3 이상이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OK Slip 폭포의  69종의 이끼류와 우산이끼류 중 약 1/3종이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OK Slip 

협곡에서 Braun의 성스러운 양치식물과 Pennsylvania 미나리아재비는 진귀한 유관속 식물이라고 

합니다. 

 

Casey Brook, Town of North Hudson, Essex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1,587 에이커 면적의 Casey Brook 지역은 

Adirondack 공원의 High Peaks 지역 남쪽, Elk Lake 보존구역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Marcy산과 기타 

High Peaks로 직접 연결되며 공공 사냥 및 캠핑의 기회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 Finch 부지의 

일부로서 뉴욕주에서 나중에 매입할 계획인 Boreas Ponds 지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Saddles, Town of Whitehall, Washing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2,540 에이커 부지는 또한 Washington 카운티의 

Adirondack Blue Line 외곽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Finch Paper의 소유지가 아니었지만 뉴욕주에 

매각하기 위해 Nature Conservancy가 인수했습니다. 이 지역은 절벽이 가파르며 Lake Champlain의 

South Bay에 자연 그대로의 해변이 2,250피트나 펼쳐집니다. 하류, 습지, 늪, 범람원 숲 등이 

어우러져 South Bay의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애추 사면, 절벽, 북부의 경목 숲이 주변의 

고지대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자연이 보존된 숲, 바위가 노출된 산마루와 Saddles 

산의 경사지 등은 동부의 방울뱀(멸종 위기 동물)과 송골매(멸종 위기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Saddles 산의 낮은 지역에는 독특하게도 야생 벼 서식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Spruce Point(AKA Dolph Pond), Town of Whitehall, Washing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이 726 에이커 면적의 지역은 

Adirondack 공원의 외곽에 위치하며 벌목, 하이킹, 캠핑, 기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립 삼림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서쪽으로 뉴욕주 보존지가 

인접해있고 Champlain과 Lake George 유역 및 Vermont의 Green Mountains 사이에 야생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재미난 산마루, 애팔래치아 오크, 경목 등 다양한 

종류의 숲이 우거지고 흑곰, 흰꼬리 사슴, 기타 야생 생물에게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허드허드허드허드슨강슨강슨강슨강/Ice Meadow 지역지역지역지역, Town of Chester, Warre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이 727 에이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1.5마일의 허드슨강을 따라 펼쳐지며 이전에 매입한 삼림 보존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DEC는 Town of Chester와 협력하여 취약한 식물과 개인 소유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트레일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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