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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ADIRONDACK PARK 의 69,000 에이커 면적의 전 FINCH PRUYN 부지 매입 발표
117 년만의 최대 규모의 매입지가 주립 공원에 추가

대규모의 독특한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형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기회
Andrew M. Cuomo 는 오늘 Adirondacks 공원의 Finch Pruyn 과 기타 자연 보존 구역 69,000 에이커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100 여 년 동안 Adirondack 주 산림 보존구역의
가장 규모가 큰 확장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기존 산림 보존구역에 새로운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소중하고 멋진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허드슨강 상류의 대부분의 구역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합의로 Adirondack
공원은 카누, 하이킹, 사냥, 기타 운동 및 스노우모빌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공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 150 년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동안 새로운 야외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North Country 방문객이 증가하며 추가적인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C 의 Joe Martens 국장은 “Adirondack Park 의 미래는 깨끗한 물과 공기, 우거진 숲, 강, 시내, 습지,
야생 생물, 멋진 풍경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번영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오늘 합의로 공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DEC 는
North Country 지역사회, 스포츠 관련자 및 환경 그룹과 협력하여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2010 년 North Country 지역사회의 산림지역을 보호하고 있는 전 Finch Pruyn 보존
구역의 89,000 에이커 매입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Adirondack 스노모빌 트레일
시스템이 있는 지역사회 사이의 주요 연결 통로가 되어 4 계절 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업체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007 년에 TNC(The Nature Conservancy)는 Finch Pruyn 으로부터 161,000 에이커 면적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TNC 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의 6,500 에이커 면적의 출입권이 없는 부지와
4,000 에이커의 기타 토지를 관리해왔습니다. 뉴욕주와 TNC 사이의 합의 계약에 따라 이 부지는
올해부터 5 년 동안 단계적으로 뉴욕주에 매각됩니다. 뉴욕주는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Korean

Protection Fund)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허용한 자금을 사용하여 5 년 동안 4980 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회계연도에는 1300 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기금의 잔액은 2016 년-2017 년까지 각
회계연도에 지급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부지에 대한 전체 지방 소유세 및 교육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환경, 레크리에이션 & 경제 개발 기회
이번 계약으로 지역사회의 후원 속에서 수 많은 레크리에이션 이용자들이 사냥, 낚시, 하이킹, 캠핑,
산악 자전거, 크로스 컨츄리 스키 등을 이용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역을
일반인이 이용하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고 연중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일부 험악한 강줄기와 원시 그대로의 호수에서는 카약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Newcomb 과 North Hudson 사이의 스노모빌 트레일을 연결하여 서쪽으로 Long
Lake 와 Indian Lake, 동쪽으로 Lake Champlain 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스노모빌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고 자유로운 스노모빌 커뮤니티 연결 링크는 Adirondacks 의 겨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9,000 에이커 전체가 “영원한 야생의” 산림 보호구역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역이
뉴욕주 소유가 되면서 뉴욕주는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세우고 일반인의 이용과 적절한 활용을
격려하기 위해 토지 분류를 하며 멋진 천연 자원을 보호하게 됩니다.
Adirondack Park Agency 는 DEC 와 협력하여 Adirondack Park 뉴욕주 소유 토지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 용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토지를 뉴욕주에서 매입한 후, DEC 는 지방 정부 및 공원 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구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오지의 활동에 적합한 더 멀리 떨어진
구역은 자연 공원(Wilderness)으로 분류되며 접근이 더 간편하고 스노모빌과 차량 접근이 가능한
구역은 야생 산림(Wild Forest)으로 분류됩니다. 주지사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분류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분류가 승인되면 DEC 는 증가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개선시킬 부서 관리 플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각 UMP(Unit Management Plan)를 위해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또한 전체 계약의 일부로서 수 천 에이커의 토지를 Indian Lake 와 Newcomb 과 같은 지역사회에
매각하여 향후 경제 개발 기회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Town of Newcomb 은 골프장을 완공하고
주요 관광 코스와 함께 미래의 경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Town of Indian Lake 도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을 포함하여 향후 경제 개발의 기회를 위해 토지를
인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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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미래
전 Finch 구역에는 Adirondack 공원의 가장 중요한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 자산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150 년 이상 일반인의 이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에는 다양한 산, 절벽, 자연 호수,
연못, 늪, 소택지, 습지, 충적산림, 평지 및 급류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스, 스라소니,
흑곰과 같은 포유류, 송어, 육봉 연어, 입이 크고 작은 메기 등과 같은 수중 생물의 거대한 서식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69,000 에이커 면적의 토지에는 180 마일의 강과 하천, 175 개의 호수와 연못, 강, 시내, 호수 및
연못가의 465 마일의 미개척지, 높이가 2000 피트 이상인 6 개의 산, 수 많은 언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드슨강 상류의 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1,000 에이커의 전 Finch
구역은 허드슨강 상류의 12%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대부분은 Newcomb, Indian Lake, North Hudson 및 Minerva 시에 속하는 Adirondack
공원의 중앙 호수와 관광 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예정인 구역에는 허드슨강을
포함하는 Essex Chain of Lakes, Boreas Ponds, MacIntyre Tract, Hudson Gorge 일부를 포함하는 OK Slip
Falls, 공원 남동쪽에 산재하는 몇 개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숙달된 전문가나 광범위한 액세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ssex Chain of Lakes 및 허드슨강: 11 개의 호수와 연못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육로 수송
가능한 거리에 있는 Essex Chain은 7 마일 카누 코스가 있으며 일반 관광객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카누 이용 기회도 있습니다. 송어와 육봉 연어를 포함한 오랜 낚시의 역사는 멋진 낚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허드슨강의 5 마일 지류는 Essex Chain 구역을 따라 흐르고
20 마일이 넘는 길이의 "영원한 야생"의 장관을 완성합니다. 이 강은 래프팅, 카누, 카약,
낚시, 야간 강변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ssex Chain Tract의 남쪽을 흐르는 Cedar
River를 포함한 지역, Indian River의 유명한 구역과 함께 허드슨강의 가장 보존되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새로운 Wild Rivers 구역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은 Hudson
Gorge 아래로 15 마일에 펼쳐지며 Adirondack Park의 가장 멋진 폭포 중 하나인 OK Slip
폭포를 지나고 하이킹과 기타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는 2,800 에이커 구역의 일부에까지
확대됩니다. 멋지게 펼쳐지는 허드슨강은 독특한 자연 그대로의 강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되어줄 것이며 방문객이 숙박과 식료품을 사러 Indian Lake, Blue
Mountain Lake, Long Lake, Newcomb, Minerva 등의 지역을 방문하게 할 것입니다.
• Boreas 연못: Town of North Hudson에 위치하며 High Peaks와 접하고 있으며 Dix Mountain
야생 구역과 북쪽으로 접하고 있고 남쪽의 다른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이
22,000 에이커 면적의 멋진 구역에는 아름다운 Boreas Ponds의 중심지가 포함되며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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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사냥, 트래핑, 캠핑, 낚시, 크로스 컨츄리 스키, 눈신 신고 걷기 등을 즐길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 McIntyre 구간: 전략적으로 배치된 이곳은 Southern High Peaks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매입하면서 Santanoni와 Panther Mountains를 포함한 High Peaks의 유명한
관광지를 이용하고 Newcomb Lake에서 Lake Andrew까지 하이킹을 즐기고, 주차장에서 High
Peaks 자연 공원 구역의 Mount Allen에 액세스하고 주변의 보존구역에서 트레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Opalescent River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남쪽 구역: Northern Saratoga와 Fulton 카운티의 4 개 구역은 지역사회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dinburgh의 Thousand Acre Swamp
Tract는 무스를 비롯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이며 유명한 Mulleyvill 스노우모빌 트레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스노우모빌 연결 트레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Greenfield에 있으며
다목적 트레일을 갖춘 Pennyork Lumber Tract과 Daniels Road Tract은 Saratoga County의
Palmertown Range 트레일을 완성하며 Moreau Lake State Park와 Saratoga State Park를
연결합니다. Mayfield에 있는 3,800 에이커 면적의 Benson Road Tract는 2 개의 스노우모빌
연결 트레일에 접근하고 Story Creek에서 낚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다중 트레일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 Finch 구역의 완전한 매입
Cuomo 주지사와 오늘 체결한 계약은 전 Finch 구역의 161,000 에이커 면적의 2 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며 27 개 Adirondack 지역사회가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DEC 는 전 Finch Pruyn 구역의 다른 구역에서 89,000 에이커 산림 보존구역을
완성했는데 Glens Falls 의 Finch 제지 공장에 오랜 세월 펄프를 공급했고 생산적인 삼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지역 하청업자를 고용하고 지방세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Glens
Falls 의 제지 공장에서는 700 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Adirondacks 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19 세기 Adirondack 산림 보존구역 및 공원 지정,
야외 레크리에이션과 올림픽 홍보, 이 지역 올림픽 개최지를 자본화하기 위한 20 세기 올림픽 지역
개발 기관 형성, 세계적인 절경으로 유명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합의에서는 Adirondacks 의 야외 시설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으며 Adirondacks 중심지 지역을 하이커,
사냥꾼, 스노우모빌 이용자, 자연을 즐기는 관광객 등을 포함한 아웃도어 매니아를 위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주 자연 보존 수석 책임자(Executive Director of TNC)인 Bill Ulfelder 는 "TNC 는 뉴욕주와
협력하고 Andrew Cuomo 주지사와 Joe Martens 국장의 지도 하에 역사적인 보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진 토지와 수자원을 공용 산림 보호구역의
일부로 보존함으로써 Adirondacks 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부 장소를 향후 150 년 동안 일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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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은 토지와 수자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North Country 의 현재와
미래에 필수적인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경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dirondack Park Angency 의 Leilani Ulrich 회장은 “오늘 발표로 Adirondacks 의 가장 아름다운 천연
자원과 경치 일부를 보존하고 Adirondacks 주민들이 이곳을 활동하고 방문객 증가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A 는 DEC 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Martens 국장과
팀원들이 제안한 접근 및 분류가 APA 의 인가를 받고 Cuomo 주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공원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류는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는 기회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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