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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타코닉 마운틴 내 5,789에이커의 보존 발표

수천 에이커가 타코닉 릿지 주유림과 베를린 주유림에 추가되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고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중요한 녹지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타코닉 마운틴(Taconic Mountains) 내
5,789에이커의 보전을 발표했습니다. 보존 지역에는 최근 주가 보존 기금(The
Conservation Fund)과의 협력을 통해 취득한 2,446에이커의 타코닉 릿지
주유림(Taconic Ridge State Forest) 인접 지역 및 베를린 주유림(Berlin State Forest)에
추가된 3,343에이커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뉴욕 주민들의 몇 가지 즐거움 중 하나였으며, 지속적인 보존 확대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중요한 녹지가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코닉 릿지는 풍요로운 환경에 대한 놀랍고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며, 우리의
보존 노력 덕분에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뉴욕 주민이 찾을 장소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스티클스(Stickles), 누전트(Nugent), 이스트 마운틴(East Mountain), 미저리
마운틴(Misery Mountain) 지역으로 알려진 네 곳의 오래된 코위 포레스트(Cowee
Forest) 구획을 최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EPF)의 485만
달러를 사용해 보존 기금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러한 취득은 타코닉 릿지와 베를린
주유림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타코닉 크레스트 트레일(Taconic Crest Trail)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레크리에이션 자원과의 중요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번 구매는 또한
뉴욕주의 야생 송어 흐름 중 하나인 리틀 후직 리버(Little Hoosic River)의 지류를
보호합니다. 환경보존부 주유림의 일부로, 이 땅은 목재 생산, 유역 보호, 야생 동물
서식지 및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용도로 관리됩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은
모두 이러한 중요한 취득 덕분에 타코닉스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주도 지역의 주유림을 확장하고 이곳이 야생 동물, 서식지,
수질, 기후 변화에 맞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싸움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보존
기금의 파트너, 특히 환경보호기금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 대자연 복원
환경 채권법(Restore Mother Nature Environmental Bond Act)의 도입, 산림 보호 및
보존에 대한 기타 중요한 투자에 감사드립니다."
보존 기금의 부회장 및 동북부 대표인 Tom Duff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숲은
16,000에이커 규모 삼림 경관의 일부입니다. 보존 기금은 렌셀러 고원(Rensselaer
Plateau) 및 타코닉 지역 삼림 경제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및 기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산림 시스템(New York State Forest System)의 일부인
이 삼림지의 귀중한 자원은 현지 공장으로의 목재 공급, 레크리에이션 접근, 수질 보호
및 야생 동물 서식지 등을 보장할 것입니다."
광활한 숲 외에도 렌셀러 고원은 사초 목초지, 소형 관목 습지, 가문비나무 습지, 구혈
늪지 등 여러 독특한 습지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이곳에는 검은 곰, 피셔, 수달, 밥캣,
무스와 같은 그레이터 주도 지역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인상적인 다양한 포유류가
있습니다. 또한 뉴욕 국립 오듀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의 주요 조류
지역(Important Bird Areas)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유산 프로그램(Natural
Heritage Program)에 따르면 렌셀러 고원의 대형 삼림 구역은 야생동물 회랑이 다른
삼림 지역으로 확장되는 핵심 지역 역할을 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남부 지역이나
낮은 고도에서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잠재적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메사추세츠와 버몬트 경계를 따라 렌셀러 카운티에 위치한 환경보존부의 타코닉
릿지 및 베를린 주유림은 중요한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타코닉 마운틴의 주요 관문입니다. 경사진 언덕, 숲, 경치 좋은 풍경과
타코닉 크레스트 트레일을 포함한 34마일 이상의 트레일은 하이킹에
이상적입니다. 타코닉 릿지 주유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ec.ny.gov/lands/72874.html을 방문하십시오.
Cuomo 주지사가 2020-21년에 수립한 주 예산은 환경보호기금 자금 3억 달러를
유지하며, 이는 이 프로그램의 25년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예산은 수질
개선을 위한 기존 30억 달러 규모의 헌신에 5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예산은 또한
대자연 복원 환경 채권법을 형성합니다. 11월에 투표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면, 본
채권법은 뉴욕이 일자리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의 극심한
영향에 적응하고 배출량 감축을 보장하여 뉴욕주의 모든 곳에서 필수적인 환경 복원 및
기후 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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