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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주간에 HOCHUL 주지사, 핑거 레이크의 해안선에 위치하는 최대 규모의 사유지 

보호를 위한 합의서 발표  

  

주지사, 핑거 레이크 지역의 470에이커의 벨 스테이션 하역장, 최대 규모의 사유지 

미개발 해안선 구역에 예정된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NYSEG와 계약 체결  

  

주지사, 뉴욕주 공공 서비스 및 환경 보존국과 주립공원에게 카유가 레이크의 사유지를 

보존하고 중요한 서식지 및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NYSEG와 논의하도록 촉구  

  

기후 주간(Climate Week)에 Kathy Hochul 주지사는 북부 지역의 뉴욕주 전기 

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 Gas Corp., NYSEG)가 톰킨스 카운티(Tompkins 

County)에 있는 카유가 레이크 동부의 3,400피트 원시 호안선이 포함된 470에이커의 

미개발 토지에 대한 10월 11일 경매를 취소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 구역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벨 스테이션 랜딩(Bell Station 

Landing)이라 불리는 이 구역에는 핑거 레이크에서 최대 규모의 사유지 해안선이 

포함되며 오래 동안 보존 및 일반 접근의 우선적 대상이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벨 스테이션 랜딩은 핑거 레이크 지역에서 

가장 큰 사유지 해안선이며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독특한 구역을 보호 및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NYSEG가 훌륭한 기업 

시민으로서 토지 경매를 취소하는 데 기꺼이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구역은 민간 개발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수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보존과 일반인의 접근을 위한 토지 보존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지역 부동산 소유주, 환경 단체 선출직 공무원들은 Hochul 주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부지를 보호할 방법을 찾도록 

부탁했습니다. 경매 취소에 합의함으로써 Hochul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 환경 보존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에게 이 구역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극대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NYSEG 및 RG&E의 Carl A. Taylor 사장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G는 이 

구역이 보호되기를 바라며 Hochul 주지사, Howard 회장, Seggos 국장, Kulleseid 국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이상 핑거 레이크에 거주한 주민으로서 저는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훌륭한 기업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우선적 사항이며 이러한 결정은 핑거 레이크 

지역의 향후 보존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유가 레이크는 이 지역의 식수, 관광,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벨 

스테이션 랜딩을 보존하는 것은 90%가 사유지인 카유가 레이크 동부의 해안선에 직접 

접근할 방법을 제공하여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유가 레이크는 매기, 작은 파이크, 북부 

파이크, 크래피, 노란 횃대, 개복치, 가아, 보우핀 등을 포함한 스포츠 낚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뉴욕 조류협회(New York Audubon)가 중요한 조류 서식지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특히 이동 시기와 겨울에 물새와 기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지역에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사회에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야외 활동 인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천연 완충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안선 개발 및 부식으로부터 호수를 보호하면 수질이 개선된 

식수를 공급하고 유해한 조류 증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의 CEO인 John B. Howa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 지역의 

주민으로서 저는 개방된 공간과 독특한 구역을 민간 개발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생각할 때 NYSEG가 

경매를 기꺼이 취소하고 이 구역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 보존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과 공공 파트너가 협력한다면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일반인이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접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벨 스테이션 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래의 

관광객을 위해 DEC가 핑거 레이크 지 토지 신탁(Finger Lakes Land Trust)과 협력하여 

벨 스테이션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주립공원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 스테이션 랜딩의 보존은 

카유가 레이크 지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일반 레크리에이션의 접근을 확대하며, 터재넉 

주립공원의 경관을 보호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존 노력을 위해 DPS 및 

DEC와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Pam Helming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유가 레이크의 해안선을 오래 동안 

즐기게 될 지역의 수 많은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헌신해준 담당자와 기관과 함께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d LaVigne 



감독관과 랜싱 타운(Town of Lansing), 톰킨스 카운티, 핑거 레이크 토지 신탁, Andy 

Zepp 전무, 카유가 레이크 유역 시 단체(Cayuga Lake Watershed Intermunicipal 

Organization), 랜싱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뉴욕주 환경 보존국, NYSEG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특히 Hochul 

주지사가 우리의 의견과 권장사항을 경청해주시고,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고, 

다양한 천연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해 조치를 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nna Kell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스빈다. "Hochul 주지사, DPS, DEC, OPRHP, 

NYSEG가 우거진 언덕, 층층이 이어지는 폭포, 중요한 조류 서식지, 멸종 위기의 식물종 

등이 공존하는 카유가 레이크 동부에 있는 3,400 피트의 미개발 해안선 지역인 벨 

스테이션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유가 레이크는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담수 보존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숲을 보존하면 호수를 토양 침식과 해안선의 

처리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생태학 교육을 

위해서도 토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천연 자원과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옹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핑거 레이크 토지 신탁의 Andrew Zepp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안선 보물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 도와주진 Kathy Hochul 

주지사, DEC 커미셔너 Basil Seggos,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John Howard 회장, 주립 

공원 커미셔너 Erik Kulleseid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이 

특별한 장소의 보존으로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톰킨스 카운티 입법부 회장인 Leslyn McBean-Clairbor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일반인을 위해 이 아름다운 곳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NYSEG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 구역을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와 핑거 레이크의 미래 세대들은 이 호수와 

천연 자원을 오래 동안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DEC와 핑거 레이크 토지 신탁은 이곳을 인수하여 해안선 구역에서 야생 생물 관리 

구역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벨 스테이션은 뉴욕주의 녹지 계획(Open Space 

Plan)의 우선적 프로젝트로 인정 받았으며, 랜싱 타운 종합 계획(Town of Lansing 

Comprehensive Plan)에서 "미래의 공공 접근 보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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