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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LAKE GEORGE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 취득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Warren 카운티 소재 Berry Pond 보존지의 취득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Lake George와 그 지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그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뉴욕주는 환경보호기금 170만 달러로 Lake George Land
Conservancy로부터 1,436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뉴욕주는 Lake George와 주변 커뮤니티들의 건강과 활력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Berry Pond
보존지는 현지 생태계와 지역 경제의 필수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이 오염되지 않고
오랫동안 가족과 방문객들이 즐기도록 접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Berry Pond 보존지는 Warren 카운티의 Lake George, Lake Luzerne 및 Warrensburg
타운 내에 있는데 Lake George 남쪽 유역의 주요 지류인 West Brook의 원류를
포함합니다. Lake George의 이 부분 수질은 West Brook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구입은 이러한 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토지는 주 보존림지에
추가될 것이며 주정부는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한 지방 재산세와 학교세를 전액 납부할
것입니다.
Lake George Land Conservancy는 현재 자유롭게 West Brook 안으로 흘러들어 그후에
“Million Dollar” 해변 인근의 Lake George 안으로 흘러들어 가는 침전물과 오염물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West Brook 보존 이니셔티브의 필수 부분으로서 그 보존지를
2008년 1월에 구입하였습니다. 그것은 Warren 카운티, Lake George 빌리지, 뉴욕주,
Lake George Land Conservancy, Fund for Lake George와 Lake George Association의
공조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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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Betty Litt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곧 매우 붐비는 여름철에 수 만명의
방문객들이 Lake George에 내려와 그 놀라운 아름다움에 감탄할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자산 보호는 환경과 경제를 위해 좋습니다. 이 토지 취득은 호수의 건강에 극히
중요한 분수계가 여러 세대 동안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Dan Stec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ake George의 수질 보호는 계속
뉴욕주의 우선순위입니다. 추가 휴양 활동 제공은 지역 전체에 경제적 혜택이 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의 Joe Martens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신나는 휴양 기회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이 찔 것입니다. Berry
Pond 보존지 취득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Lake George 분수계의 중요 지류를
보호합니다.”
약 10,000 에이커의 보호지를 연결하는 Berry Pond 구역은 Prospect Mountain, The
Nature Conservancy 소유지, 환경보존부 지속가능 삼림 지역권 토지와 기타 Lake
George의 빌리지 및 타운이 소유한 공지를 연계합니다. 기존 Lake George 레크레이션
센터에 인접한 Berry Pond 구획은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South Warren Snowmobile
Club이 사용하던 트레일을 포함하여 상당히 확장된 야외 휴양 자원을 제공합니다.
Lake George Land Conservancy 총재 Jamie 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Berry Pond를 구입하여 그 토지를 Adirondack 보존림지에 추가하여
흥분됩니다. 우리는 Lake George 주요 지류를 유지함으로써 주민과 손님들이 즐기도록
호수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러한 면적의 영구 보호를 지원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레크레이션 잠재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Berry
Pond 구획을 중요한 환경적 자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휴양 관광을 통한 경제적 자산으로
식별하신 주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Warren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의장 Kevin Geraght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Lake
George 수역 보호는 Warren 카운티의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중요합니다. 이는 ‘미국
호수의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또 한 걸음입니다.”
Lake George 빌리지 촌장 Robert Bla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구입으로 Lake
George Land Conservancy는 우리 분수계 보호에서 소중한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추가
휴양 기회를 창조하고 우리의 위대한 물리 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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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George 타운 감독관 Dennis Dicki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과 우리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
이 토지는 Lake George 유역의 수질을 지금과 미래에 보존할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지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우리 커뮤니티와 모든 뉴욕주민들 에게 덕이 될
것입니다.”
Lake Luzerne 타운 감독관 Gene Merlin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지사님이 계속해서 North Country의 타운 및 카운티들과 협력해 우리의 필요를
뒷받침해주셔서 기쁩니다. Berry Pond 취득은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이 토지는 뉴욕주의 공지 보존 계획에 우선순위 보존 프로젝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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