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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애디론댁 마운틴 내 1,263 에이커 규모 매입 발표  

   

허클베리 마운틴 매입을 통해 등산 애호가들이 유명한 절벽 등반 이용 가능  

   

허클베리 마운틴 매입 지역에 대한 상세 사진 및 지도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애디론댁 남부의 워런 카운티 존스버그 타운에 위치한 

1,263 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 지역에는 최고 2,400 

피트 높이를 자랑하는 허클베리 마운틴(Huckleberry Mountain)이 포함됩니다. 이 산 남쪽 

및 남서쪽 방면에서 놀라운 절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을 통해 뉴욕주는 열린 공간을 보존하는 한편 미래 세대가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위대한 뉴욕주 천연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허클베리 마운틴의 부지를 보존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미래 세대에게 

유익한 일이며, 방문객들이 야외를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770,000 달러 자금을 활용하여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 OSI)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부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면 이 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인구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한편, 뉴욕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중요한 수원을 보호하고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의 일부인 중요 야생 서식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부지는 윌콕스 레이크 야생림(Wilcox 

Lake Wild Forest)에 인접합니다. 해당 야생림에는 등산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절벽이 자리하고 있는 크래인 마운틴(Crane Mountain)이 있습니다. 허클베리 마운틴 

지역에는 넓은 야생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양질의 저수온 수역인 크리스털 

브룩(Crystal Brook)이 있으며, 이곳은 송어가 서식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절벽은 멸종위기종인 매가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으며, 습지 

지역에는 왜가리 둥지가 있습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허클배리 마운틴의 해당 

지역은 애대론댁 공원에서 유명한 곳이며 DEC는 결코 대체할 수없는 뉴욕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보호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천혜의 환경을 가진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5/Huckleberry_Mountian_0.pdf#_blank


지역를 보호하면 더 많은 하이커와 야외활동 애호가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미래 

세대도 이곳을 방문하여 산악 지역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의 민감한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매입 과정에서 협력해주신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의 Kim Elliman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OSI는 윌콕스 레이크 야생림과 더불어 뉴욕지에 허클베리 마운틴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OSI가 2017 년 처음으로 이 곳을 

매입했을 때, 우리는 이 부지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야외활동 애호가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많은 일반 대중이 이 부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클베리 마운틴 지역은 뉴욕주 열린 공간 보존 계획(New York State Open Space 

Conservation Plan) 및 윌콕스 레이크 야생림 계획(Wilcox Lake Wild Forest 

Management Plan)에서 우선적인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EC는 이 지역를 

관리하고 허클베리 마운틴의 산책로와 여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단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 보호 기금의 규모는 회계연도 1994~1995 3,1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회계연도 2022 제정 예산에서는 EPF 자금이 3억 달러로 계속 

유지되었으며, 해당 규모는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책정액에는 고체 폐기물 

프로그램에 대한 4,000만 달러, 공원 및 여가 업무에 대한 9,000만 달러,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1억 5,100만 달러, 그리고 기후 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1,9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토지 취득, 농지 보호, 침입종 예방 및 

근절, 여가 접근성 강화, 수질 개선 및 공격적인 환경 정의 어젠다 등과 같은 중요한 환경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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