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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6,000 여 에이커 규모의 오스위고 카운티 보호구역 인수 발표
45 년 만의 지역 최대 규모의 살몬 강(Salmon River)과 터그 힐(Tug Hill) 인수 - 자연 기반
휴양 및 임산물(林産物) 수확을 위한 6,000 여 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보호할 것

주지사, 살몬 강(Salmon River)에 뉴욕주 어류 부화장의 토종 갈색 송어 200 마리 방류
오스위고 카운티 토지 취득으로 농촌 지역사회 경제개발 지원
인프라에 투자를 보완하는 “센트럴 뉴욕 부흥(Central NY Rising)” -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오스위고 카운티에 위치한 6,000 여 에이커
규모의 보호구역을 인수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센트럴 뉴욕에서 45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주정부 소유지 인수입니다. 이 지역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낚시 관광지인
살몬 강(Salmon River)을 따라 평쳐진 약 2,825 에이커 규모 부지와 레드필드 및 오웰
타운 근처의 운용 산림지 3,236 에이커가 포함됩니다. 이 산림지 인수로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터그 힐(Tug Hill) 지역의 운용 조경 확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수 지도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깨끗한 살몬 강(Salmon River)과 터그
힐(Tug Hill) 지역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은 환경에 이롭고, 지역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며, 미래 세대 뉴욕 주민들을 위해 이 지역의 비할 데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살몬 강(Salmon River)은 이 지역의 보물이자 세계
최고의 연어 및 송어 산업 본거지입니다. 터그 힐(Tug Hill) 산람지를 보호함으로써 목재
자원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고, 살몬 강(Salmon River)의 수질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야외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 Basil Seggo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또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가장 귀중한 천연 지역 중에서도, 살몬 강(Salmon
River)과 터그 힐(Tug Hill) 지역은 귀중한 목재 자원과 더불어, 하이킹, 스키, 산악 자전거
타기, 사냥, 낚시, 승마, 조류 관찰 등과 같은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환경 보존 기금(The Conservation Fund)과 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커뮤니티 주민, 현지 정부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귀중한 자연을 보호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Rose Harv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한번 전진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살몬 강(Salmon River)과 같은 주 전역의 모든 휴양지에 새로
투자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은 주
전역에 걸친 야외활동이라는 이 막대한 기회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낚시, 사냥, 캠핑,
하이킹, 자전거 타기, 스노우모빌 타기 그 어떤 것이든, 뉴욕주의 흥미진진한 야외활동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살몬 강(Salmon River) 인수
살몬 강(Salmon River)은 레드필드 살몬 강 저수지부터, 살몬 강이 흘러들어가는 포트
온타리오의 온타리오 강(Lake Ontario)에 이르기까지 19 마일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1989 년 33 lb 4 oz 의 코호 연어가 잡혀 세계 신기록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강은
강둑을 따라 펼쳐진 12 마일 길이의 공공 낚시 구역을 자랑하며, 전 세계의 낚시꾼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인수한 부지는 풀라스키 빌리지의 동쪽 끝 강 상류 부분에서부터,
알트마의 살몬 강 어류 부화장(Salmon River Fish Hatchery) 부근과 오웰 타운의 로어
살몬 강 저수지(Lower Salmon River Reservoir)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인수한 다른
대규모 토지는 레드필드 타운의 살몬 강 저수지(Upper Salmon River Reservoir) 상부
주변에 위치합니다. 이번 인수로 낚시꾼들을 위한 낚시 거점이 증가하고, 강둑을 따라
진행되는 침식 문제 개선 작업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나이아가라 모호크(Niagara Mohawk)와 특정 뉴욕주 공공시설이 뉴욕주 전역의 다양한
전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연방 깨끗한 공기법(Clean Air Act)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뉴욕주가 제기한 2005 년 조정서의 결과로, 뉴욕주가 이 부지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모호크(Niagara Mohawk)는 살몬 강(Salmon River)
지역의 시가 약 300 만 달러 부지를 환겅보존, 휴양 및 교육적 용도로 뉴욕주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고객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토지 내 위치한 자사 전기 전송 및 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DEC 는 캠프, 캠프파이어, 스노우모빌, 사격을 통제함으로써 강변 도로를 보존하기 위해
살몬 강(Salmon River) 인근 지역 1,700 에이커를 보호하는 규정을 제청할 것입니다. 이

제안 규정은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가 소유한 부지의 공용 사용에 부합합니다.
또한 DEC 는 이 부지를 따라 새로운 산책로와 주차장을 건설하고, 뉴욕주 삼림지역으로
지정될 부지의 사낭 및 포획 기회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DEC 는 살몬
강(Salmon River) 부지의 휴양 및 복구 마스터 플랜을 개발 중이며, 이는 올해 말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DEC 는 이미 강변 도로를 따라 진행되는 500,000 달러
규모의 하천 복원 작업을 발표하였습니다.
1980 년 설립된 DEC 의 살몬 강 어류 부화장(Salmon River Hatchery)은 오대호(Great
Lakes)에 태평양 연어 치어 전 종을 방류합니다.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에 매년
방류되는 어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누크 치어 176 만 마리, 코호 연어 1 령 및 치어
245,000 마리, 스타일헤드 및 무지개 송어 623,000 마리, 육봉 연어 50,000 마리, 갈색
송어 392,000 마리. DEC 는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여 호수 연어의 오대호(Great Lakes)
복원을 위해 500,000 마리를 방류합니다.
DEC 는 살몬 강 어류 부화장(Salmon River Hatchery) 개선에 1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2017 년과 2018 년에는 220 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부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최근 인프라 수리 작업에는 새 지붕, 방문자 센터, 급수관 업그레이드
작업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양질의 우물물 수량을 늘리기 위해 시설의 수원을 보수하고
있으며, 물 재사용 시스템 개념 연구가 최근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설계
단계입니다.
켄들 부지, 터그 힐 삼림(Kendall Property, Tug Hill Forestland)
주정부의 열린 공간 계획의 우선 보호 구역인, 살몬 강 저수지(Salmon River Reservoir)
북쪽에 위치한 3,236 에이커 규모의 켄들 부지에는 기존의 주정부 부지와 운용 산림
지역권을 갖춘 녹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호 기금(Conservation Fund)은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처드 킹 킹 멜론 재단(Richard King Mellon Foundation)의
관대한 후원으로 운용 삼림 기금(Working Forest Fund)®을 통해 이 토지를 2015 년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DEC 는 주정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4,750,000 달러를 사용하여 켄들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새 주정부 삼림지는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재산세보다 도시에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농지 분할의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을의 예산을 보호하면서 전통적 접근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켄들과 같은 운용 삼림의 주정부 소유권은 마을의
지원을 받습니다. 오듀본 터그 힐 주요 조류 지역(Audubon’s Tug Hill Important Bird
Area)에 위치한 이 삼림은 조용한 내부 숲 속에서 번성하는 다양한 철새에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는 인근 습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냥, 낚시 및 야생 관찰과 같은 야외 휴양 활동은 뉴욕주의 경제, 특히 업스테이트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 823,000 명의 사냥꾼이 뉴욕주에 매년 16 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합니다. 뉴욕주 수역에서 낚시를 하는 약 190 만 명의 낚시꾼들이
매년 약 20 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또한, 약 420 만 명의 야생동물
관찰자가 매년 약 40 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2017 회계연도 예산 하에서,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낚시 및 사냥 사업 개방
이니셔티브(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로 주정부 토지 사용 프로젝트에
300 만 달러를, 사냥 및 낚시 인프라에 400 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2016 년 회계연도 예산
하에서, 피트먼-로버트슨 연방 기금 (federal Pittman-Robertson funds)으로 새로운
자본금 계정을 창설하여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관리, 보호 및 복원하고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 관련 휴양 산업의 대중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공약은 선착장, 조류 관찰 지역, 트레일 및 헌팅 블라인드 등 레크레이션을 위한
기존 주정부 토지 약 380,000 에이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신규 50 개 프로젝트용 600 만
달러와 뉴욕주 전 지역의 어류 부화장의 업그레이드 및 개선용 기금 800 만 달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한 법무장관 Eric Schneider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모든
뉴욕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속가능한 뉴욕주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청정지역이 향후 수 년 동안 보존 및 보호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몬 강(Salmon River)은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세계 최상급의 낚시 기회를 찾는 전 세계의
낚시꾼들을 끌어모으는, 뉴욕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 수로 중 하나입니다. 센트럴 뉴욕의
관광 활동을 증진하고, 낚시꾼들과 앞으로 이 자연환경을 향유할 모든 이들을 위해 살몬
강(Salmon River)을 보호하게 될 이번 부지 인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Will Barcla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살몬 강(Salmon River) 인근 토지 인수를
완료하기 위한 Seggos 커미셔너와 DEC 의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정부가 이 부지를
인수함으로써, 대중, 낚시꾼 및 이 지역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 이익은 이번 추가적 부지 증대로 인해서만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주지사님, 커미셔너님, DEC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풀라스키 시장 Karl Hax Jr.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 커뮤니티의 야외 휴양 활동을
확장 및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이 지역의 주요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은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경제는 낚시 관광 산업에 기반하고 있기에 이를 위해
애써 주신 DEC 와 주지사 행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보존 기금(The Conservation Fund) 동북부 대표이자 부회장인 Tom Duffu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뉴욕 터그 힐(Tug Hill) 지역의 풍부한 외진 숲과 수역은,
이들이 목재 산업을 통해서, 또 사냥, 세계적 수준의 낚시 스포츠, 미국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의 스노우모빌 활동과 같은 인기있는 독특한 야외 휴양 활동을 통해
주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뉴욕주에게 중요한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NYS DEC 와 레드필드와 같은 마을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차드 킹 멜론 재단(Richard
King Mellon Foundation)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 넣는 환경 보존 해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업스테이트 뉴욕 전무 이사 Melanie Littlejoh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는 살몬 강(Salmon River)을 따라 펼쳐진
부지를 뉴욕주에 이전한다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보호 및 고객을 대리하여 지원하는 이 파트너십에 깊이 헌신하며,
이번 합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봉사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야외활동 애호가 세대를 위해
이 뛰어난 천연자원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보호기금(The Nature Conservancy) 센트럴 및 웨스턴 뉴욕 지부장 Jim How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터그 힐(Tug Hill) 상류에서부터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까지,
살몬 강(Salmon River)은 야생동물의 중요 서식치이며 야외활동 애호가들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살몬 강(Salmon River)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DEC 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지를 인수함으로써,
뉴욕주는 사람과 자연을 위해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경제적
보물인 살몬 강(Salmon River)을 위해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주정부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오스위고 카운티 지역 개발, 관광 및 계획청 국장(Oswego County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Tourism and Planning) David Turn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낚시는 오스위고 카운티의 수백만 달러 규모 경제산업이며, 살몬 강(Salmon
River)은 그 중심입니다. 미국 전역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일본, 러시아 등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낚시꾼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밤새 머무르고, 낚시 가이드를 고용하며,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고,
낚시 도구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번 부지 인수로 DEC 는 오스위고 카운티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야외활동 경험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주 터그 힐 위원회(New York State Tug Hill Commission) 상임이사 Katie
Malinowsk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몬 강(Salmon River)과 그 수역은 터그 힐(Tug
Hill) 지역의 중요 천연자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번 인수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터그 힐 위원회(Tug Hill Commission)는 수질을 보호하고, 휴양 기회를
증진하며 경제 개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이 부지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노력과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DEC 에서는 460 만 에이커 면적의 공공부지를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애디론댁과 캐츠킬
삼림 보호 구역의 300 만 에이커, 52 개의 캠핑장, 전년 개방 구역, 5,000 마일이 넘는
정규 산책로, 수백 개의 산책로 입구, 보트장 및 낚시터 등이 포함됩니다.
www.dec.ny.gov/outdoor 을 방문하셔서 다음번 야외 탐험 계획을 세워 보시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서 DEC 를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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