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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발표 260 에이커 미드 허드슨 밸리의 주립공원 3곳에 260에이커의 

토지 추가 발표  

  

새로운 토지로 허드슨 밸리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며,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260 에이커 이상의 공터를 

보호한다고 발표했으며, 귀중한 생태 종주 지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책로와 

세 개의 주립공원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입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및 허드슨 고원 보존법(Hudson 

Highlands Conservation Act)에 의한 주 재정 114만 달러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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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자원과 경관을 자랑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개방된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주립공원에 기록적인 

방문을 경험한 바 있고, 이러한 확장은 이 보석들을 더욱 밝게 만들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공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파네스톡 주립 공원, 퍼트넘 카운티 - 150 에이커 이 땅은 천연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산책로가 개방된 지역 스카우트 보호구역과 공원을 

연결합니다. 이 토지는 허드슨 하이랜드 토지 신탁(Hudson Highlands Land 

Trust)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 스털링 포레스트 주립 공원 - 112에이커 이 토지는 이 지역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및 증진하고 2만2천 에이커의 스털링 포레스트 주립 공원과 공원의 서쪽에서 

애팔래치안 산책로(Appalachian Trail)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획은 오렌지 카운티 토지 신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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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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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일반 시민에게 적합한 표지판과 주차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https://parks.ny.gov/parks/133/details.aspx#_blank
https://parks.ny.gov/parks/74/details.aspx#_blank
https://parks.ny.gov/parks/59/details.aspx#_blank


 

 

 

주립공원 관리국장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뉴욕의 

자연경관을 더욱 잘 보존하고, 절실한 공원 용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허가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 주민들은 공공 지역에 절실히 의지해 가족 구성원과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왔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우리의 

자연보존 파트너들이 허드슨 고원지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야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 위원회(Palisades Interstate Park Commission)의 전무 

이사인 Joshua Lair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취득을 통해 허드슨 하이랜드 내에 자연 

토지를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스털링 

포레스트(Sterling Forest) 주립 공원이 더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팰리세이드(Palisades) 지역 내 토지 보전을 지속해서 지원해준 Cuomo 주지사와 

Kulleseid 위원, 오렌지 카운티 토지 신탁에 감사를 표합니다."  

  

허드슨 하이랜드 트러스트(Hudson Highlands Land Trust)의 전무 이사인 Michelle D.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공원에 대한 수요가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립공원의 증설은 그야말로 최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절실했던 새 산책로와 접근 지점의 추가와 더불어 파네스톡(Fahnestock)의 

증설을 가능하게 해 준 Cuomo 주지사와 주립공원, 그리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 증설을 통해 퍼트넘 밸리의 화강암 산악 보호구역과 파네스톡 

주립공원 사이의 통로에 있는 귀중한 산림 서식지와 수자원을 보호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토지 신탁(Orange County Land Trust)의 보존 관리국장 Matt Deck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토지 신탁은 스털링 포레스트와 우리 지역의 귀중한 

주립공원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과 야외 여가활동의 

기회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신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공원 위원회, 주립공원, 

그리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공원 부지 면적의 확장은 Cuomo 주지사가 야외 여가 활동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2011년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주립 공원은 

15,000에이커 이상의 새로운 공공장소를 추가했으며, 2020년 뉴욕 공원(NY Parks 2020)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뉴욕 공원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바탕으로, Cuomo 주지사는 2021 시정연설에서의 

어젠다를 통해 뉴욕 공원 100(NY Parks 100)의 출범을 발표하여 향후 4년간 최소 

4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주립공원 시스템 확장을 위한 역사적인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 중요한 활성화 기간은 1924년 처음으로 Al Smith 주지사가 국가 최고의 

주립 공원 시스템을 만든 이후 2024년 주립 공원법 100주년 기념행사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21-agenda-and-releases-full-agenda-reimagine-rebuild-renew#_blan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outlines-2021-agenda-and-releases-full-agenda-reimagine-rebuild-renew#_blank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7,8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장소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 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 

무료 다운로드, 또는 전화번호 518-474-0456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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