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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22번째 제안 발표: 

중반 허드슨 계곡에 4,000 에이커의 토지를 보존  

  

최근 토지 매입, 2,060만 달러의 주정부 자금을 투자하여 미드 허드슨 밸리에 있는 7개 

주립 공원에 버퍼 및 산책로 추가 예정  

  

뉴랜드는 미드 허드슨 밸리 지역의 관광을 증대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드 허드슨 밸리에 4,000에이커의 열린 공간을 

보존하는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 어젠다의 22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매입을 통해 7개의 다른 주립 공원을 확장하여 새로운 

산책로와 관점을 추가하고 귀중한 생태 지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입은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및 허드슨 고원 보존법(Hudson Highlands 

Conservation Act)에 의한 주 재정 조달금 2,060만 달러의 투자를 나타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는 우리 주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열린 공간이 있는 곳이며, 우리는 이러한 전망과 경관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의 7개 

주립 공원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와 새로운 산책로를 추가하여 관광을 더욱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외 관광지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립 공원은 환경 보호 기금 및 허드슨 고원 보존법 기금에 1,14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0년부터 다음의 6개의 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 허드슨 하이랜드 주립 공원 보호 구역 - 965 에이커. 새로운 땅에는 두 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신규 산책로 루트를 만들고, 웨스트 포인트와 허드슨강의 새로운 

전망을 제공하며, 허드슨강의 아덴 포인트와 허드슨 하이랜드 주립 공원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는 20에이커, 그리고 가장 큰 허드슨 하일랜드에 있는 사유지를 

보호하고, 숨 막힐 듯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 산책로를 제공하며, 더치스와 

https://parks.ny.gov/parks/9/details.aspx


 

 

퍼트남 카운티의 8,900에이커 공원을 통해 상당한 생태 및 생물 다양성 지대를을 

안전하게 지키는 945에이커의 스코필드 리지(Scofield Ridge).  

• 미네와스카 주립 공원 보호 구역 - 633 에이커. 여기에는 여러 구획이 있으며 

얼스터 카운티의 미네와스카 주립 공원 보호 구역의 북동쪽 부분에 대한 주요한 

추가 구역입니다. 피터스킬 스트림 개울이 흐르는 자연이 보전되어 있는 협곡과 

디키 바, 롱드 바레 및 록 힐의 일부 등 여러 바위 정상을 보호합니다. 이는 공원 

북쪽 끝의 여가 활동 기회를 늘리고 공원과 인접한 론드아웃 밸리로부터 볼 수 

있는 중요한 경관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 구획은 중요한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북부 샤완겅크 산맥의 숲의 분열을 방지합니다. 얼스터 카운티에 있는 

24,000에이커의 공원은 뉴욕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주립 공원입니다.  

• 슈네문크 주립 공원 - 158에이커. 오렌지 카운티의 슈네문크 주립 공원에 

추가되는 이 주요 구역은 무드나 크리크(Moodna Creek) 분수령을 보호하는 

동시에 슈네문크 주립 공원과 스톰 킹 아트 센터(Storm King Arts Center) 사이에 

공공 산책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4,000에이커 이상의 슈네문크 주립 공원은 인접한 계곡, 멀리 

떨어진 허드슨강 및 주변 숲과 농지의 360도 전망을 제공합니다.  

• 스털링 포레스트 주립 공원 - 112에이커. 이 땅을 통해 22,000 에이커의 스털링 

포레스트 주립 공원과 공원의 서쪽에서 애팔래치안 산책로(Appalachian Trail)로 

갈 수 있습니다.  

• 록펠러 주립 공원 보호 구역 - 1에이커. 이 구획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약 

1,800에이커의 유서 깊은 강변 구역인 록우드 홀(Rockwood Hall)에 공식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일반 시민에게 적합한 표지판과 

주차를 제공합니다.  

• 판스톡 주립 공원 - 150에이커. 이 땅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을 일반 

대중에게 열린 산책로가 있는 지역 스카우트 지역과 연결합니다. 주는 허드슨 

하이랜드 토지 신탁(Hudson Highlands Land Trust)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획득합니다.  

  

이 지역의 약 2,000에이커에 달하는 열린 공간의 보존은 샤완겅크 산맥과 허드슨강 서쪽 

허드슨 하이랜드에 있는 큰 규모의 민간 사유지 등 이전에 취득한 구획과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 슈네문크 주립 공원 - 808에이커. 이 땅은 주요 주거 개발을 목표로 한 열린 공간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검은 바위 숲(Black Rock Forest)과 슈네문크 산맥 사이의 

중요한 보호 지대를 확장합니다. 뉴욕 주립 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우드버리의 숲을 이루고 있는 한 구획인 702에이커의 "레거시 리지(Legacy 

Ridge)"를 유지하기 위해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Open Space Institute, OSI)와 

10년간의 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는 재산을 관리하고 

산책로 시작점을 만들고 공공 이용과 즐거움을 위해 산책로를 추가합니다.  

https://parks.ny.gov/parks/127/details.aspx
https://parks.ny.gov/parks/184/details.aspx
https://parks.ny.gov/parks/74/details.aspx
https://parks.ny.gov/parks/59/details.aspx
https://parks.ny.gov/parks/133/details.aspx


 

 

• 미네와스카 주립 공원 보호 구역 - 740에이커. 보호 구역 남동쪽 끝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의 매입한 것으로는 샤완겅크 리지(Shawangunk Ridge)의 가장 

큰 민간 소유의 열린 공간이며, 이는 샘스 포인트(Sam's Point)에서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소나무 황야와 버키어더킬 (Verkeerderkill)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네와스카 주립 공원에서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의 양도 증서는 

13,000에이커 이상의 추가 구역을 공원에 제공합니다.  

• 해리먼 주립 공원 - 404에이커. 이 부지는 해리먼 메트로-노스(Harriman Metro-

North) 기차역에서 1마일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시민들이 공원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는 또한 부지 동쪽에 위치한 유명한 장거리 하이킹 

트레일인 롱 패스(Long Path)와 연결되어 있으며, Harriman 가족의 원래 약 4마일 

길이의 운송 도로와 트레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오픈 

스페이스 연구소에서 보호되었습니다. 

• 허드슨 하이랜드 주립 공원 - 30에이커. 이 구획은 천연자원 보호를 확장하고 

마운트 비콘(Mount Beacon)과 피시킬 리지(Fishkill Ridge)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킵니다.  

  

이 매입은 환경 보호 기금 및 고원 보존법 기금의 열린 공간 기금 920만 달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부지 면적의 확장은 Cuomo 주지사가 야외 여가 활동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2011년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주립 공원은 

15,000에이커 이상의 새로운 열린 공간을 추가했으며, 뉴욕 공원 2020년 이니셔티브(NY 

Parks 2020)의 일환으로 9억 달러 이상의 자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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