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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6년 5월 10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100여년래여년래여년래여년래 최대의최대의최대의최대의 ADIRONDACK 삼림삼림삼림삼림 보전보전보전보전 구역구역구역구역 확장확장확장확장 발표발표발표발표  
 

20,758 에이커의에이커의에이커의에이커의 Boreas Ponds 구역구역구역구역 구입으로구입으로구입으로구입으로 The Nature Conservancy로부터의로부터의로부터의로부터의 
69,000 에이커에이커에이커에이커 토지토지토지토지 획득이획득이획득이획득이 마무리됩니다마무리됩니다마무리됩니다마무리됩니다 

 

신규신규신규신규 취득된취득된취득된취득된 토지는토지는토지는토지는 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 기회기회기회기회 확대를확대를확대를확대를 통해통해통해통해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관광관광관광관광 경제를경제를경제를경제를 진흥할진흥할진흥할진흥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TNC는는는는 보전되는보전되는보전되는보전되는 토지에토지에토지에토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연결을연결을연결을연결을 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지자체에지자체에지자체에지자체에 750,000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보조금을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0,758 에이커의 Boreas Ponds 구역 구입으로 

100여년래 최대의 Adirondack 토지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주로 구 Finch, Pruyn & Company 제지회사가 소유하였던 69,000 에이커의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The Nature Conservancy와의 2012년 합의에 의거 주정부가 완료한 

일련의 토지 구입 중 최종 취득입니다. 이 구역은 High Peaks 원시지역 남쪽 Essex 

카운티 North Hudson 타운에 주로 위치합니다.  
 

오늘 Cuomo 지사는 또한 Adirondack 공원국에 서한을 보내어 Boreas Ponds 구역에 

대한 분류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10년 이래 Adirondacks의 

레크레이션을 진흥하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을 통해 Adirondack 공원의 관광 관련 고용이 

약 8% 증가하고, 관광 지출이 10% 상승하였으며 방문은 15% 증가하였습니다. 
 

“Adirondack 삼림 보전 구역은 국가적 보물인데, 구 Finch 토지의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보전 구역에 약 21,000 에이커를 추가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이 지역에 덕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구역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의 자연미를 보전하면서 공원의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외 관광 및 레크레이션을 위한 유례 없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본인은 

뉴욕주민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정부는 환경보호기금의 1450만 달러로 이 구역을 구입하여 이 소중한 자원과 그 원격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사냥, 하이킹, 패들링 및 야생동물 

관찰을 포함한 야외 레크레이션 기회를 확대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전부가 일반인들이 

여름에 이용할 트레일, 주차장 및 수로 접근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발표로 일반인들은 비모터 수단에 의해서만 토지와 물에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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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DEC 장관장관장관장관 대행대행대행대행 Basil Seggo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DEC는 뉴욕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치 중 하나를 Adirondack 삼림 보전 구역에 추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지사의 꾸준한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중요한 서식지를 세심하게 보호하여 모든 방문객들이 이 숨막히는 광경과 뛰어난 

레크레이션 기회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Nature Conservancy는 Finch, Pruyn & Company의 자산을 모두 인수한 회사인 

Finch Paper Holdings LLC로부터 161,000 에이커를 2007년에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에 주정부는 이러한 구 Finch 토지 89,000 에이커에 대한 보전 지역권을 

구입하였습니다. 2012년에 Cuomo 지사는 다른 Nature Conservancy 토지 4000 

에이커와 함께 구 Finch 토지 중 잔여 65,000 에이커의 인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Nature Conservancy와의 합의에 의거 이 부지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뉴욕주에 

매각되었습니다. 주정부는 5개년에 걸쳐 다음을 포함한 땅의 구입을 위해 EPF를 

사용하여 총 4730만 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Chain Lakes 구역 $12,383,319 2012년 구입 

Indian River 구역 $638,383 2013년 구입 

OK Slip Falls 구역 $1,925,237 2013년 구입 

Macintyre Works 구역 

서쪽 $3,780,458 2014년 구입 

남부 구역/Casey Brook $9,872,066 2014년 구입 

Macintyre Works 구역 

동쪽 $4,241,383 2015년 구입 

 

그뿐만 아니라, DEC와 The Nature Conservancy는 2014년에 구 Finch 토지 관련 관광 및 

레크레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 기업 및 커뮤니티에 15건의 보조금을 

제공하였습니다. The Nature Conservancy가 제공한 $500,000에 달하는 이러한 

보조금은 승마 집결장, 현대화된 로지, 캠핑장 개선, 마케팅 이니셔티브 및 전문 야외 

가이드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The Nature Conservancy는 이제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와 보전지 사이의 중요한 링크를 

강화하도록 추가 $750,000의 보조금도 제공할 것이며 DEC가 교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자체들 내의 지역 관광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고 Adirondack 공원의 경제 

개발P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Boreas Ponds 구역 대부분은 서쪽으로 North River Mountain Range와 동쪽으로 Boreas 

Mountain Range 사이의 저지대 지역입니다. Boreas Mountain Range의 정상들이 구역 

안에 있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산맥과 High Peaks 원시지역의 Marcy, Haystack, 

Gothics 및 Saddleback 같은 산들의 스펙타클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규 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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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주정부가 인수한 Casey Brook 구역과 결합되면 3대 삼림 보전 지역이 

연결됩니다. 
 

구역과 이름이 같은 Boreas Ponds는 삼림 보전 구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공원에서 

가장 큰 수계 중 하나로서 320 에이커의 수계를 형성합니다. 구역의 다른 수계로는 

LaBier Flow, Boreas River, LeClaire Brook, Casey Brook, Slide Brook 및 White Lily 

Brook이 포함되며, 민물송어를 포함한 냉수성 어류의 서식지입니다. 이 구역 부분은 

Lake Champlain과 Hudson River 사이의 분수계 역할을 합니다.  
 

구 Finch 토지의 80% 이상이 Newcomb, North Hudson, Long Lake, Indian Lake와 

Minerva의 안에 있지만 땅 전체는 Adirondacks 전역의 27개 타운 내에 놓여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부지에 대한 전체 지방 소유세 및 교육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토지 

취득은 더 큰 보전 계획의 한 요소이며, 그 계획에 의거 현재 구 Finch 토지 중 약 95,000 

에이커가 삼림 보전 지역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Newcomb, Long Lake 및 Indian 

Lake의 구역 컬렉션이 커뮤니티 목적을 위해 확보해 놓았습니다. 
 

Adirondacks 전역의 삼림 보전 구역과 보전 지역권 토지는 모두 합쳐 사냥, 낚시, 하이킹, 

캠핑, 패들링, 산악 자전거 및 크로스큰트리 스키를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레크레이션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운 및 빌리지들과 함께 산재한 이 큰 삼림 지역은 Adirondack 

공원을 전세계 다른 공원들과 구별되게 하며, 지역 경제와 삶의 방식에 필수적입니다.  
 

Adirondack 공원국이 Adirondack 공원 주유지 마스터 플랜에 의거 토지를 분류하는 

프로세스를 리드하는 동안에 Boreas Ponds 구역과 인접 Casey Brook 구역은 제한적 

일반인 접근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무엇보다도 자연자원이 사용을 견딜 

능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분류한 후 DEC 는 이러한 토지에 대한 

레크레이션 인프라를 충분히 식별하고 개발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소수의 지주들은 2018년 9월 30일까지 Boreas Ponds 구역의 자기들 캠프까지 운전 

접근권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TNC도 이번 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Boreas 로지 

철거를 포함한 캠프 철거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행정 접근권을 몇 년 동안 가질 

것입니다.  
 

Nature Conservancy Adirondack 지부장지부장지부장지부장 Michael Car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범한 업적에 대해 Cuomo 지사와 DEC에 박수를 보냅니다. 맨해튼보다 더 

큰 크기의 Boreas Ponds 구역을 삼림 보전 구역에 추가한 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감입니다. 이 땅은 국립공원급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와 제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PA의의의의 Leilani Ulrich 회장은회장은회장은회장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의 삼림 보전 구역과 Adirondack 공원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Boreas Ponds 구역 취득은 놀라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우리의 예외적 

야외 레크레이션 추구를 확대할 것입니다. APA는 이 비범한 야생지를 위한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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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와 Nature Conservancy의 노력에 매우 감사합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취득에 대한 토론의 중심에 

5개 타운의 관심뿐만 아니라 다른 로컬 Adirondack 이익이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점까지 

길고 숙고하는 과정이었지만 환경을 위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회 향상을 위해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경제 성장을 촉발할 기회를 위한 긍정적 결과를 

볼 때 분명히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Nature Conservancy와 DEC의 $750,000 보조금은 

틀림 없이 우리 커뮤니티들이 보전지들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매우 곧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인은 우리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신 Cuomo 지사 및 DEC 커미셔너 대행 Seggos와 

그의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본인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을 잘 하신 타운 

감독관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Dan Stec은은은은 다다다다음과음과음과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Adirondacks의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회 증대는 공원내 우리의 작은 커뮤니티들에 긍정적 경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Hamilto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단장단장단장단장 Bill Farber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취득은 역사적 

거래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TNC, DEC 그리고 특히 Cuomo 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삼림 보전 구역 추가는 환경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들이 

제휴할 기회를 가진 방식에서도 역사적이었습니다. 커뮤니티들은 관광을 위한 주지사의 

헌신과 주 기관들이 타운 및 카운티들과의 협력에 기울인 노력으로부터 계속 덕을 

봅니다. 로지를 현장에 유지하거나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때 TNC, 

DEC와 해당 지자체들은 같이 옵션을 탐구하였습니다. 로지를 유지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소진하자 TNC와 DEC는 다시 커뮤니티들에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750,000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제휴는 역사적이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Essex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단장단장단장단장 William (Bill) Ferebe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ssex 

카운티는 Adirondack 공원의 공공 용지에서 가장 우수한 조각 중 하나를 보유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들로 방문객을 매우 신나게 환영하며 이를 현실로 

만드는 투자를 하신 Cuomo 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구획의 취득과 공공 용지를 지역 

커뮤니티들에 연결하기 위해 우리 타운 공무원들에게 보여주신 주지사의 지원은 전례가 

없습니다.” 
 

North Hudson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Ron Moor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발표를 오랫 동안 기다려 왔으며, 구 Finch/TNC 토지의 최종 

구입으로 이제 우리가 North Hudson, Minerva, Newcomb, Indian Lake 및 Long Lake의 

5개 타운 커뮤니티들을 연결할 다용도 트레일을 완성할 수 있어서 흥분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새로운 야외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North Country 

방문객 수를 증대하며 타운들을 위한 추가 관광 수입을 창출하려는 주지사의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레크레이션 관광 증대가 우리 타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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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흥을 제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성장도 제공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레크레이션 접근성을 허용하고 다양한 레크레이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이 새로운 레크레이션 기회를 

가능하게 하신 Cuomo 지사와 Nature Conservancy에 감사 드립니다.” 
 

Minerva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Stephen (Steve) McNall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들은 우리 주민과 업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일반인의 인근 

삼림 보전 구역 사용에 의존합니다. Cuomo 지사가 오늘 발표한 Boreas Ponds 취득은 

우리 5타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Adirondack 공원을 

방문하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Indian Lake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Brian Well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Adirondack 지역을 휴양을 즐기면서 우리의 훌륭한 야외를 감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요 

관광지로 진흥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Adirondacks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노력에서 새 장의 

시작입니다.” 
 

Long Lake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Clark Seam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Adirondack 삼림 보전 구역 추가가 커뮤니티들이 관광과 야외 

레크레이션에 의존하는 경제 기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Boreas Ponds 취득은 놀라운 새 야외 레크레이션 기회를 열고 방문객들이 

Adirondacks에 올 또 하나의 좋은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Newcomb 타운타운타운타운 감독관감독관감독관감독관 Wester (Wes) Mig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5타운 Upper 

Hudson River 레크레이션 허브 내의 새로 선출된 타운 감독관으로서 저는 Boreas Ponds 

구역을 취득하고 우리 Newcomb 타운을 North Hudson 타운에 가장 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수행하신 Cuomo 지사와 그의 요원들의 열정적 수고에 감명받았습니다. 

Newcomb 커뮤니티는 이미 Essex Chain Complex까지의 방문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Boreas Ponds에서 가질 경험에도 이끌리는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의 관광 

서비스를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디론댁애디론댁애디론댁애디론댁 산악클럽산악클럽산악클럽산악클럽 사무총장사무총장사무총장사무총장 Neil Woodworth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Adirondack 삼림 보전 구역에 영원한 야생의 땅을 추가할 수 있는 40여년래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땅이 영구히 보호되고 모든 뉴욕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제공되게 하신 Cuomo 지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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