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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타코닉산맥의 농장 및 임지 800에이커를
에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 발표
Copake의 신규 보전 High Valley Farm 단지가 3개주의 18,000 에이커 보호지에 합류

발표는 주지사가 환경 보호 기금의 역사적 증대를 제안하면서 나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Columbia 카운티 소재 Taconic 주립공원의 주요 갭을
보전할 800에이커 보전 협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경계의 타코닉산맥의 주요 보호 임지를 확장하여 이 지역의 자연미를 사랑하는 사람들,
현지 재배 식품의 소비자와 20여종의 희귀 동식물들에게 덕이 될 것입니다. Copake의
High Valley Farm 보호는 Nature Conservancy, Columbia Land Conservancy, 뉴욕주와
토지 소유자 Edgar Masters 사이의 오랜 협업의 결실입니다.
“High Valley Farm 보전은 뉴욕주의 공한지 보호 노력과 그 풍부한 환경 청지기 정신의
역사를 지속시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농업 활력은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및 관광 추진체인데 이 조치는 그것들이 향후 세대를 위해 그렇게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거 뉴욕주 공원휴양유적보전실은 660 에이커의 임지에 대한 영구 야생
지역권을 취득하였습니다; Columbia Land Conservancy는 140 에이커에 대한 농업
지역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총 가격은 400만 달러인데 뉴욕주가 환경 보호 기금으로부터
220만 달러를 지불하고 Nature Conservancy가 구입가의 180만 달러를 보태었습니다.
Columbia Land Conservancy는 지역권 제약을 보유하고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6,700 에이커의 Taconic 주립공원의 Copake Falls 구간과 Rudd Pond 구간 사이 대규모
사유지로서 이 구획은 주립공원실에 의한 보호 1순위였습니다.
주립공원실장 Rose Harvey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협정은 Taconic 주립공원의
풍경 – 거대한 접경 임지의 이 긴요한 특징이 끊기거나 절단되거나 건물 부지로 개발되지
않고 엄청나게 중요한 광경 분수령 및 모든 종의 서식지로 영구히 남도록 합니다.
뉴욕주는 공한지 보호를 위한 Cuomo 지사의 집념, 우리 주의 멋진 곳을 보전 가능하게
한 Nature Conservancy의 후의, Columbia Land Conservancy와 자선 매각에 동의하신
지주의 파트너십이 있어서 매우 행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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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etts의
의 Nature Conservancy의
의 부총재 Wayne Klockner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야생종과 사람을 위한 농지를 위해 3개주 지역의
환상적인 서식지를 보전합니다. 우리는 이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파트너들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합니다.”
High Valley Farm 소유주 Edgar Masters는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립공원, Nature Conservancy 및 Columbia Land Conservancy와 제휴해 High
Valley Farm을 보호하여 기쁩니다. 이 부동산이 사유지로 남고 세금 명부에 유지되지만
그 밭, 임지와 야생은 개발, 벌채 및 숲 분할로부터 영구히 보호됩니다. Taconic
주립공원과 Massachusetts 보전림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의 보호는 Taconic 주립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제 조부께서 뉴욕주에 38 에이커를 기증한 1925년에 시작된 것을
완성시킵니다.”
Columbia Land Conservancy 총재 Peter R. Pade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전 의미가 비범한 면적을 보호합니다. Columbia Land Conservancy는
Nature Conservancy의 우리 파트너들, 뉴욕주 공원휴양사적보전실 및 Edgar Masters와
협력하여 이를 결실시켜 기뻤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그렇게 강한 애착, 그 독특한
생태적 가치에 대한 그렇게 강한 인식과 그 영구 보호에 대한 그렇게 강한 집념을 지니신
지주와 협력한 것이 특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Nature Conservancy는 두 지역권이 같이 추진됨으로써 숲과 밭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신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Cuomo 지사가 2016년 어젠다의 일환으로 뉴욕주의 환경 보호 전통을 잇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나왔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가 국가 환경 보호
기금으로 기금 사상 최고 금액이자 주지사가 처음 취임 당시 약속한 금액의 두 배인 3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토지 취득, 농지 보호, 침입종 예방
및 근절, 수변 활성화 및 적극적 환경 정의 의제에 대한 자원을 추가하는 긴급 환경
투자에 대한 기록적인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전은 주거지 개발(이 부동산의 넓은 도로 폭을 따라 수 십개의 택지가 분할될 수 있었을
것임)의 커다란 위협을 막고, 부적절한 숲 관리 및 서식지 열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훌륭한 경관 분수령을 영구히 보호합니다. 이 부동산의 농지 부분에 마련된 농업
지역권은 밭이 향후에 농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양 자원 및 자연 서식지의
온전성을 보호함으로써 탄력성도 뒷받침할 것입니다.
High Valley Farm 단지는 뉴욕주의 Taconic 주립공원과 매사추세츠주의 Mount
Washington 주유림 및 Bash Bish Falls 주립공원과 경계를 이루며 공원들을 연결하여
연속의 끊기지 않는 임지를 확보합니다. 협정은 이 땅을 건너는 South Taconic 트레일의
일부가 대중에게 계속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땅의 나머지는 사유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야생, 조류, 어류 및 식물을 위한 필수 서식지를 보호하는 이외에 이 서로 연결된 임지는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탄력성을 제공하고 흑곰 같은 다양한 동물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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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Valley Farm 프로젝트는 또한 Hudson River Valley의 농업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낙농 조합인 Hudson Valley Fresh의 회원인 한 지역 농민에게 임대된 농지를
보호합니다. High Valley Farm에서 자라는 풀은 인근 Copake에 위치한 400두의
홀스타인 소에게 긴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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