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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10월 1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ESSEX CHAIN LAKES의의의의 구역이구역이구역이구역이 이제이제이제이제 일반인의일반인의일반인의일반인의 휴양을휴양을휴양을휴양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오픈됨을오픈됨을오픈됨을오픈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임시임시임시임시 계획에계획에계획에계획에 의거의거의거의거 일반인은일반인은일반인은일반인은 100년만에년만에년만에년만에 처음으로처음으로처음으로처음으로 11,600 에이커의에이커의에이커의에이커의 Adirondack 삼림지삼림지삼림지삼림지 및및및및 수역에수역에수역에수역에 

접근할접근할접근할접근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100여년만에 처음으로 Adirondacks의 중앙에 있는 Essex Chain Lakes 

구역의 약 11,600 에이커의 땅과 물에 대한 접근이 야외 레크레이션을 위해 일반인에게 이제 

열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보존부(DEC)가 시행하는 임시 계획에 의거 일반인은 10월 1일 

오늘부터 이러한 토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ssex Chain Lakes와 우리가 Finch Pruyn으로부터 획득한 토지는 뉴욕주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제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즐길 수 있는 멋진 자연 자원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초기 계획에 의거 우리는 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절실히 필요한 경제 활동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공원 커뮤니티의 니즈를 충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본인은 일반인들이 Adirondacks 중에서 이 발견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을 탐험하기를 

바랍니다.” 

 

“Cuomo 지사님은 야외 레크레이션 및 관광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열심인데, 이 임시 

계획은 이러한 경치 좋은 땅과 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DEC 커미셔너인 Joseph 

Martens가 말했습니다. “Essex Chain Lakes 구역의 자연 자원은 능동적 및 피동적 레크레이션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 계획으로 뉴요커들과 관광객이 이러한 땅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2년 8월에 Cuomo 지사는 뉴욕주가 이전에 Finch Pruyn Paper Company가 소유하였던 69,000 

에이커의 토지를 5년 기간에 걸쳐 획득하기 위해 The Nature Conservancy(TNC)와의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 획득에 의거 크게 다음 세 구역의 토지가 

확보되었습니다: Essex Chain of Lakes, Indian River 구역 및 OK Slip Falls 구역. Essex Chain Lakes 

구역에 대한 추가 일반인 접근권의 공개로 이전에 Finch Pruyn이 소유하였던 약 22,000 에이커의 

삼림 보존지가 이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야외 레크레이션을 위한 우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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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가 시행하는 임시 계획에 의거 일반인은 최종 토지 분류 및 단위 관리 계획(UMP)의 완성 이전에 

이러한 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ssex Chain Lakes 구역의 지도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governor.ny.gov/assets/documents/Essex-chain-access.pdf.  

 

이 새로 오픈된 땅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으로는 여러 마일의 이전 

숲길에서의 하이킹,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우슈일 및 트레일에서 말타기; 주변 땅에서의 사냥, 

트래핑 및 부시왝킹; Essex Chain Lakes 및 기타 수역에서의 낚시 및 노젓기가 있습니다. 지난 봄에 

일반에 개방된 Hudson River 및 Cedar River 연안의 10,000여 에이커와 함께 이 지역은 풍부한 야외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근 보존 완화 토지의 Cornell Road와 삼림 보존 토지의 Boots ~ Cornell Road에서의 자동차 접근도 

열렸습니다. 승용차와 트럭은 Cornell Road에서 Woods Road의 끝부터 Boots ~ Cornell Road의 

게이트까지 운전이 허용됩니다. 지역의 주차 구역은 Deer Pond로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패들러는 카누와 카약을 주차장에서부터 Deer Pond까지 약 1/4마일을 들고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Deer Pond를 노저어서 건넌 다음 다시 반마일을 육로 수송하여 Third Lake의 선착장에 갈 수 

있습니다. 패들러들은 물길을 따라 Essex Chain의 제1, 제2, 제4, 제5 및 제7 호수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임시 계획에 의거 주간 횔동만을 위해 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밤샘 

캠핑은 금지됩니다. 임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수역에서도 대중 모터 선박과 수상 비행기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판이 일반인들을 열린 도로와 주차 지역으로 안내할 것이며, 샛길에는 대중 차량을 Essex Chain 

Lakes 구역으로 안내하고 인근 완화 토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는 지도, 지역 규제 및 임차인 특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에서 임차인들은 더 이상 새로 개방된 토지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갖지 않지만 그들은 

일반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자동차 접근을 허용하는 임차권은 보유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캠프 건물 주위에 1 에이커의 배타적 사용 토지는 여전히 가질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또한 

겨울에는 스노우모빌, 진흙탕 시즌에는 ATV, 연중 나머지 기간에는 승용차와 트럭을 포함하여 

임차된 캠프로 오고 가는 자동차 접근권도 계속 갖습니다. 임차인에 의한 ATV 사용은 사냥 시즌에 

지정된 접근로에서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은 해빙기로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대형 사냥감 수렵기 

끝까지 Essex Chain Lakes의 제2~제6 호수, Jackson Pond 및 Hudson River의 Blackwell Stillwater 

구간에서 10마력 이하의 보트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6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그러한 수역에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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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포함하여 이러한 삼림 보호 구역과 다른 인근 보존 완화 토지에서의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DEC Eastern Adirondacks Trail Information 웹 페이지 

http://www.dec.ny.gov/outdoor/9199.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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