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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BLACK ROCK 숲에 대한 공용 접근을 확장 계약 발표
Hudson Highlands 보존 지역권 이제까지 가장 큰 Storm King 산과 Schunnemunk 주립 공원 사이에

연결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가 트레일과 공유지에 대한 액세스를 확장하여 Storm King과
Schunnemunk 주립 공원 사이에 트레일 연결을 확장 할 수있으며, Orange 카운티에있는 약 4,000
에이커의 Black Rock Forest에 대한 보존 지역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사상 최대 규모의 Hudson Highlands 대화 지역권에 대한 것이며, 등산객, 아웃 도어 매니아 및 기타
공원 방문자가 중단없이 야외 체험 산책로의 60 마일과 보호 광장의 8,600에이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뉴욕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에게 접근 및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행정부에 있어 우선순위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Hudson Valley의
아름다운 매력은 이 지역의 주요 경제 원동력이 되며, 그리고 Hudson Highlands 주립 공원이 훌륭한
신규 확장과 함께, 방문객과 주민들은 새롭고 가장 아름다운 경치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며, 뉴욕은 시민들을 위해 이를 제공합니다.”
지역권은 Open Space 연구소 매매 및 계약에 따라, 보존 Black Rock Forest으로 Palisades Interstate
Park 공원위원회에 전달 될 것이다 (지도). 이 계약은 Hudson River와 Schunnemunk에 인접한 Storm
King사이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지의 연결을 생성합니다. 트레일 연결을 강화하면서 이
계약은 아름다운 경치의 도로를 보존할 것입니다. 또한, Open Space 연구소는 두 개의 주립 공원
사이의 연결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Black Rock Forest에 인접하여 추가적인 보호구획을
만듭니다.
Storm King이 Catskill Mountains과 Hudson Valley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10 마일의 산책로를
제공하면서 Schunnemunk 주립 공원은 가장 높은 Orange 카운티의 전망과 산책로의 25마일를
가지게 됩니다. 거의 25 마일의 산책로 갖춘 Black Rock Forest이, 1천2백피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Hudson Highlands에서 가장 큰 영역으로 간주되며, 극적인 능선, 숲 연못과 저수지 청소의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Black Rock Forest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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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국장 Rose Harvey는 “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에 걸쳐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뉴욕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주 사이에 트레일 연결을 만들 것입니다. Open Space 연구소 Hudson Highlands의 야생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노력을 위한 Black Rock Forest 컨소시엄 및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Open Space 연구소 대표 이사 사장 Kim Elliman는 “우리는 Black Rock Forest에서 이 훌륭한 공공 민간 주도의 지지를 끌어낸 Cuomo 주지사 및 Harvey 위원과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방문자에 대 한 공공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성공적인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의 결과로,
이 계약은 경치와 생태 학적으로 중요한 수천 에이커의 장기적인 보호를 보장합니다. OSI에게,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핵심 우선 순위를 구현하며 이는 중요한 토지 보존; 공용 액세스를 향상; 주립
공원, 기후 변화 탄력적 인 풍경과 서식지 복도의 보존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Black Rock Forest 협회 전무 이사 William Schuster는”이 역사적인 계약은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우리의 토종 식물과 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 말했다. “우리는 Open Space연구소와 자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뉴욕의 선견지명을 보여준 리더십에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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