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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 대한 역사적인 뉴욕주 토지 분류
조치(STATE LAND CLASSIFICATIONS) 승인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지역의 토지 2 만 에이커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조치
공원 역사상 가장 큰 산림 보존 지구(Forest Preserve) 편입
한 세대에 한번뿐인 성과의 균형잡힌 통합을 승인하는 공원 이해관계자 및 지방 정부
통보관
하이 픽스 윌더니스(High Peaks Wilderness) 및 밴더웩커 마운틴 와일드
포레스트(Vanderwhacker Mountain Wild Forest)의 단위 관리 계획(Unit
Management Plans, UMPs)에 대한 수정안을 개발하는 주정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 내의 뉴욕주 토지에
대해 애디론댁 공원국(Adirondack Park Agency)이 권장하는 뉴욕주 토지 분류
조치(State Land classifications)를 승인했습니다. 이 분류 조치는 20,543 에이커의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지역에 대한 유서 깊은 핀치 프루인 앤 컴퍼니(Finch
Pruyn & Company)의 마지막 토지 거래 지역을 포함하여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의 토지가 걸쳐있는 카운티 12 곳 모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조치는 자선 단체인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와의 전례없는 다년간의 토지 거래를 완결짓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숲 65,000 에이커가 애디론댁 산림 보존
지구(Adirondack Forest Preserve)에 포함되어 인수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산림 보존 지구(Forest Preserve)가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은 국보이며,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지대의 인수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공원 주변
지역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확장을 의미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을 대표하여 보존과 접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이 분류
조치(classification package)를 승인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을 탐험하고 즐기실 것을 전 세계 방문객들께 권장합니다.”
애디론댁 공원국(Adirondack Park Agency)의 Sherman Craig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리아스 폰즈 분류 조치(Boreas Ponds classification)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에서 황무지의 고독과 오지에서의 여가를 공유지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세대 간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천연 자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능력과 관심이 제각각인 사람들 모두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의 특징인 경이로움과 발견의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인수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최대한의 존경을 표합니다. 이 핀치(Finch) 회사의 거래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신중하고 주의깊게 균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애디론댁 산림 보존
지구(Adirondack Forest Preserve)에 뉴욕에서 가장 상징적인 경관이 편입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연 자원을 지키기 위해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중요한 서식지를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하고, 모든 방문객들이 숨 막히는 경치와 탁월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웃 지역사회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애디론댁 공원국(Adirondack Park Agency)의 Terry Martino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디론댁 파크 뉴욕주 토지 분류 조치(Adirondack Park State Land
classification package)에 대한 Andrew Cuomo 주지사님의 승인은 중요한 천연 자원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한편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 내에서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실로
기념비적인 성과이며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에 대한 주지사님 공약의 실천
증거입니다.”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구역은 에섹스 카운티의 뉴콤 타운과 노스 허드슨 타운에
걸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부가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입니다. 그
밖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는 오염되지 않은 수역 7 곳, 27 마일의 자연 그대로의
개울, 뉴욕주에서 가장 넓은 고지대 이탄 지역인 1,200 에이커 넓이의 마시
스웜프(Marcy Swamp) 등이 있습니다. 2,000 피트가 넘는 유명한 봉우리 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3,776 피트의 보리아스 마운틴(Boreas Mountain), 2,700 피트의 무스
마운틴(Moose Mountain), 2,677 피트의 래그드 마운틴(Ragged Mountain). 이 지역에는
남쪽 구역에 서식하는 여러 종의 북부 조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북쪽 서식지를 비롯하여

예외적인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지대와 고지대 서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11,412 에이커의 황무지, 9,118 에이커의 야생 산림, 11 에이커의
원시림, 2 에이커의 주정부 행정 구역이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새롭게 분류된 황무지 지역은 현재 북쪽까지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지역과
맞닿은 하이 픽스 윌더니스 에어리어(High Peaks Wilderness Area)의 일부입니다. 이
조치는 애디론댁 공원(Adirondack Park)의 심장부와 인접한 지역에 록키 마운틴 국립
공원(Rocky Mountain National Park), 마운트 레이니어 국립 공원(Mount Rainier
National Park), 시온 국립 공원(Zion National Park) 등과 같은 크기의 국립 공원들에
비견될 만한 크기의 황야 지대를 만듭니다. 일반 대중은 새로운 원거리 카누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하이 픽스 윌더니스 에어리어(High Peaks Wilderness Area)에 남쪽 통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국제적으로나 미국 전 지역에서나 이 공원의
명성은 높아져 갈 것입니다.
9,118 에이커의 야생 산림 지역에는 걸프 브룩(Gulf Brook)과 보리아스 폰즈
로드(Boreas Ponds Road)에서 북쪽으로 500 피트까지 도로 자체와 도로 남쪽에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걸프 브룩(Gulf Brook), 래그드 마운틴(Ragged
Mountain), 더 브랜치 리버(The Branch River), 보리아스 리버(Boreas River)의 아름다운
구역 등을 아우르면서 엘크 레이크 로드(Elk Lake Road)까지 동쪽으로 확장됩니다. 이
토지는 이제 밴더웩커 마운틴 와일드 포레스트(Vanderwhacker Mountain Wild
Forest)의 일부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단위
관리 계획(Unit Management Plan, UMP) 절차를 통해, 걸프 브룩 로드(Gulf Brook
Road)를 따라 들어선 캠핑장, 사냥, 낚시, 새로운 산악 자전거, 스키, 스노우 모빌 트레일
등과 같은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가 야생 숲 지역에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원시림 보호 지역 및 야생 산림 선형 교통로(Primitive Area and Wild Forest Corridor)를
통해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의 남쪽 끝에 있는 댐까지 이어지는 토지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는 대규모 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더 네이처 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가 뉴욕주에 양도한 토지 25
구역 중 가장 큰 지역입니다.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된 총 161,000 에이커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보호하는 415 마일 이상의 강과 개울,
300 곳의 호수와 연못, 90 곳의 산, 15,000 에이커의 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으로 목재를 확보하고, 민간 사냥 클럽에 임대하며, 수십 마일의 스노우
모빌 트레일을 포함하여 제한적으로 공공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허용하는 보전

•

•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을 통해 보호되는 95,000 에이커의 산림 생태계
보존 숲(working forests),
오케이 슬립 폴스(OK Slip Falls), 블루 레지스(Blue Ledges), 에섹스 체인 어브
레이크스(Essex Chain of Lakes), 왕관의 보석같은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등과 같은 자연의 보석들을 포함하여 애디론댁 산림 보존
지구(Adirondack Forest Preserve) (뉴욕주 헌법에 따라 영원히 야생으로
보호됨)에 편입된 65,000 에이커의 토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편입시킨 1,000 에이커의 토지.

오늘의 조치로 주지사는 2011 년 이후 편입된 5 만 에이커가 넘는 100 곳의 뉴욕주
토지를 보리아스 폰즈(Boreas Ponds) 지역과 함께 분류하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26,182 에이커의 황무지, 26,698 에이커의 야생 산림, 32 에이커의 원시림, 111
에이커의 주정부 관리 구역, 75 에이커의 집중적인 개발지, 2.5 에이커의 유적지 등이
편입되었습니다.
뉴욕주 토지 분류 조치로 승인된 기타 주요 내용
맥킨타이어 웨스트 트랙트(MacIntyre West Tract)는 에섹스 카운티의 뉴콤 타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7,368 에이커입니다. 맥킨타이어 웨스트
트랙트(MacIntyre West Tract)는 하이 픽스 윌더니스 에어리어(High Peaks Wilderness
Area)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365 에이커의 황야(Wilderness)로 분류되어, 하이
픽스 윌더니스 에어리어(High Peaks Wilderness Area)에 편입되었습니다. 보울더 앨리
로드(Boulder Alley Road)로 측량된 공공 통행로는 맥킨타이어 웨스트 트랙트(MacIntyre
West Tract)의 남쪽 지역을 순환하며 3 에이커의 원시림(Primitive)으로 분류되어,
맥킨타이어 프리미티브 에어리어(MacIntyre Primitive Area)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맥킨타이어 이스트 트랙트(MacIntyre East Tract)는 에섹스 카운티의 뉴콤 타운과 노스
허드슨 타운에 걸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6,254 에이커입니다.
맥킨타이어 이스트 트랙트(MacIntyre East Tract) 구역은 하이 픽스 윌더니스
에어리어(High Peaks Wilderness Area)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북쪽 구역은
4,447 에이커의 황야(Wilderness)로 분류되어, 하이 픽스 윌더니스 에어리어(High
Peaks Wilderness Area)에 편입되었습니다. 공공 통행로는 이 지역의 일부를
통과하면서 8 에이커의 원시림(Primitive)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르클레어
브룩(LeClaire Brook)의 남쪽 지역은 1,799 에이커의 야생 산림(Wild Forest)으로
분류되어, 밴더웩커 마운틴 와일드 포레스트 에어리어(Vanderwhacker Mountain Wild
Forest Area)에 편입되었습니다.
벤슨 로드 트랙트(Benson Road Tract)는 벤슨 타운, 메이필드 타운, 해밀턴 카운티, 풀턴
카운티에 걸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3,896 에이커입니다.

토맨타운(Tomantown)이라고도 알려진 벤슨 로드(Benson Road) 지역은 야생 산림(Wild
Forest)으로 분류되어, 남쪽과 북쪽 경계선에 육지로 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는
야생 산림(Wild Forest)으로 분류되어, 셰이커 마운틴 와일드 포레스트 에어리어(Shaker
Mountain Wild Forest Area)에 편입되었습니다.
톱노트 마운틴 트랙트(Topknot Mountain Tract)는 클린턴 카운티의 대너모라 타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291 에이커입니다. 이 지역은 셰이지 하일랜즈
와일드 포레스트(Chazy Highlands Wild Forest)에 있는 기존의 산림 보존 지구(Forest
Preserve Land)와 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91 에이커의 야생 산림(Wild Forest)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페닌슐라 트레일스(Peninsula Trails) 지역은 에섹스 카운티의 노스 엘바 타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은 약 44 에이커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의 산림
보존 지구(Forest Preserve land)가 새러낵 레이크스 와일드 포레스트(Saranac Lakes
Wild Forest)에 인접해 있으며, 야생 산림(Wild Forest)으로 분류되어 새러낵 레이크스
와일드 포레스트 에어리어(Saranac Lakes Wild Forest Area)에 편입되었습니다.
승인된 분류 조치를 설명하는 정밀 지도와 최종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는 애디론댁 공원국(Adirondack Park Agency) 웹
사이트 www.apa.ny.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된 토지 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수정안
환경보존부(DEC)는 95,872 에이커 이상의 산림 보존 지구(Forest Preserve lands)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위 관리 계획(UMPs)이 확정된 후 단위 두 곳에 편입시킨 산림 보존
지구 분류를 처리하기 위해, 하이 픽스 윌더니스 컴플렉스(High Peaks Wilderness
Complex)와 밴더웩커 마운틴 와일드 포레스트(Vanderwhacker Mountain Wild
Forest)를 위한 단위 관리 계획(Unit Management Plans, UMPs)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리아스 폰즈 트랙트(Boreas Ponds Tract), 셰이지 브룩
트랙트(Casey Brook Tract), 맥킨타이어 이스트 트랙트(MacIntyre East Tract),
맥킨타이어 웨스트 트랙트(MacIntyre West Tract), 이전에 내셔널 리드(National
Lead)가 소유했던 토지, 이전의 딕스 마운틴 윌더니스(Dix Mountain Wilderness) 토지,
기타 토지의 일부 중에서 최근 분류된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 관리 계획
수정안(UMP Amendment)은 에섹스 카운티의 킨 타운, 뉴콤 타운, 노스 허드슨 타운에
걸쳐 자리잡은 84,191 에이커의 토지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토지 관리에 관한 공청회는 4 월 3 일 화요일 오후 6 시에, 뉴콤 센트럴 스쿨
체육관(Newcomb Central School gymnasium), 5535 State Route 28N, Newcomb 에서
개최됩니다. 일반인은 2018 년 4 월 20 일에 이 일이 종료되기 전에 이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분류된 토지와 수역에

어떤 단위가 참조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의견은 R5.UMP@dec.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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