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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HARRIET HOLLISTER SPENCER 레크레이션 지역 확장 발표

신규 335에이커는 Finger Lakes의 토종 송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Livingston 및 Ontario 카운티 소재 Harriet Hollister Spencer
주립공원 레크레이션 지역에 335 에이커를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The Nature
Conservancy로부터 매입한 이 세 구획으로 Finger Lakes의 트레일 기반 연중 레크레이션 기회가
확대되고 토종 민물송어의 서식지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자연미는 Finger Lakes를 위한 최대의 경제 및 관광 원동력 중 하나인 데 이 확장으로
이러한 토지가 계속 보호되어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규 에이커 매입으로 이 지역의 가장 경치 좋은 레크레이션 공간 중 하나가
확장되고, 송어 낚시가 향상되며, 야외를 탐험할 수 있는 더 많은 장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Livingston 카운티 Springwater에 소재한 가장 큰 구획인 306 에이커 토지는 이 토지를 통과하는 고급
하천인 Reynolds Gully를 영구 보호할 것입니다. 송어가 더욱 쉽게 하천을 오르내리도록 돕기 위해
The Nature Conservancy와 연방 어류?야생동식물 보호국은 최근에 불필요한 댐을 제거하고 그것을
일련의 돌 및 통나무 계단 풀 구조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류가 약 2마일의 상류 하천
서식지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통로가 형성되어 그것은 결국 Hemlock Lake로 흐를
것입니다.
1,550 에이커의 Harriet Hollister Spencer 주립공원 레크레이션 지역은 Honeoye Lake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Rochester Cross-Country Ski Club이 정비하는 잘 가꾸어진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 스노모빌 루트, 그리고 다용도 하이킹, 바이킹 및 스노슈 트레일을 포함합니다.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 Rose Harvey 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arriet Hollister Spencer 지역
확장은 Cuomo 지사가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야외 레크레이션 기회를 어떻게 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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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 주립공원은 계속 성장하고 개선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작업에
제휴한 The Nature Conservancy에 감사합니다.”
The Nature Conservancy의 중서부 뉴욕 담당 이사 Jim How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Nature
Conservancy는 Harriet Hollister Spencer 공원이 지난 6년에 걸쳐 크기가 약 2배 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자연에 끼치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추가로 사람들이 청정수뿐만
아니라 자연미, 산악 자전거, 크로스컨트리 스키, 철새 관찰 또는 건강숲 탐험의 흥분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지역이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Finger Lakes에서의 자연 및 야외 레크레이션을
진흥하기 위한 이 협업적 노력에 동참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Trout Unlimited의 동부 물 프로젝트 담당 이사 Katy Dunla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온전한 동부 민물송어 개체군을 포함하였던 분수계의 5% 미만이 오늘날 토종
민물송어를 뒷받침합니다. Reynolds Gully를 둘러싼 토지를 영구 보호함으로써 뉴욕주는 그 추세를
역전시키고 우리 자녀와 손자들이 Finger Lakes의 공용 땅에서 토종 송어를 낚시할 기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 보호 기금의 지원으로 주립공원들은 이 세 구획을 $498,000에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취득으로 서 Finger Lakes의 트인 공간을 보호하고 Honeoye, Hemlock과 Candice Lakes 분지 사이의
공공용지에 보호되는 자연 회랑을 조성하려는 뉴욕주의 목표가 추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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