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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7월 7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외래외래외래외래 침입종침입종침입종침입종 인식의인식의인식의인식의 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 주간을주간을주간을주간을 발표발표발표발표 

 

유해유해유해유해 외래외래외래외래 침입종의침입종의침입종의침입종의 확산을확산을확산을확산을 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대중대중대중대중 인식인식인식인식 열쇠열쇠열쇠열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인간의 건강, 동물의 서식지, 농업과 관광에 해가 될 수 있는 외래 

침입종에서 우리의 땅과 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를 뉴욕 주 최초의 외래 침입종 인식 주간으로 

지정하여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래 침입종은 뉴욕 주 전체에 동물의 서식지에 해를 입히고 관광과 농업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환영 받지 않는 침입종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히 배우고 본인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외래 침입종 인식 주간은 뉴욕 주의 36개의 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캠페인입니다. 주간 동안, 

참가자들은 어떻게 외래 침입종을 식별하고 조사하고 지도 보고 및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공 

부지에서 외래 침입종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울뿐만 아니라 산책로 또는 물에서 

외래 침입종을 직접 관찰하는데 전문가와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지속되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표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외래 침입종 인식 주간은 뉴욕 주 외래 침입종 위원회(ISC), 외래 침입종 자문위원회(ISAC) 및 지역 

침입 종 관리(PRISMS)의 협력에서 주관합니다. 이번 주간의 행사들은 ISC의 9개 기관과 ISAC의 25개 

기관과 iMap 침입 과 코넬 협동 확장에서 주관합니다. ISC는 환경 보전국(DEC)과 농업 및 시장의 

상태 부서를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 환경 보전 국장 Martens는 “Cuomo 주지사는 2011년부터 확산을 막기 위해 주 자금 3천만 

달러를 할당하고 외래 침입종의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래종의 침투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호리 비단 벌레로 죽은 나무를 제거할지 여부에서 자연과 

농업 부분을 위협하는 침입종 유라시안 멧돼지의 관리하거나 수로로 확산되는 남방개를 잡든지 

간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방이 가장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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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에서 캠핑을 하건, 보트, 하이킹 혹은 낚시를 하건 모든 사람들을 외래 침입종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농업 및 시장 국장 Richard A. Ball은 “외래 침입종은 롱 아일랜드와 Great 호수의 해안선과 

물에서 주의 농지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 전역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농업 사회와 소비자를 해치는 외래 침입종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래 침입종 

인식 주간은 시민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퇴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초기에 침입을 보고하고 

감지하도록 참여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래 침입종 위원회 위원장인 Hilary Smith는 “외래 침입종은 뉴욕에서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자연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주의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 기관, 지방 정부, 기업, 교육 

기관, 환경 단체 및 시민 단체들이 외래 침입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외래 침입종 인식 주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된 목소리로 ‘뉴욕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유라시아 물수세미, 털부처꽃, 일본 딱정벌레 같은 일부 외래 침입종은 오랫동안 뉴욕에 존재해 

왔고 환경 품질과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호리 비단 벌레, 양어조, 매화 수두 

바이러스와 같은 종들은 좀 더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종들은 종종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가여가여가여가 보트보트보트보트 주의주의주의주의 사항사항사항사항 

 

그것은 보트, 낚시꾼 및 여가 활동자들이 특히 수생 외래 침입종 항구로 알려진 물을 떠나고 나서 

이러한 혹은 다른 외래 침입종을 운반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청소청소청소, 배수배수배수배수 및및및및 건조건조건조건조 - 낚시와 보트 장비를 검사하고 그것에 달라 붙을 수 있는 모든 진흙, 식물과 다른 

생물들을 제거합니다. 청소 후에는 모든 장비가 제대로 배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트의 빌지와 

물고기 보관 통 및 베이트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조는 가장 효과적인 “소독” 

방법이며 민감한 장비와 의류를 최소한으로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낚시 보트 장비, 

의류 및 기타 장비는 다른 지역의 물로 이동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이 것은 장비가 

보관되는 곳이나 장비의 유형 날씨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엄지 손가락의 기본 

규칙은 70% 혹은 이사의 상대 습도에서 비다공성 낚시 및 보트 장비를 최소 48시간 건조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적극적으로 낚시 및 보트 장비를 소독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다른 부분의 

물로 이동하기 전에 말려야 합니다.  

 

DEC는 보트를 타는 사람들이 보트와 트레일러나 관련된 장비에서 모든 보이는 식물과 동물 물질을 

제거하고 보트 탑승 전에 보트를 배출하고 DEC 영토에서 검색을 하는 새로운 규정을 택했습니다.  

 

장작장작장작장작 운송운송운송운송 및및및및 사용사용사용사용 

 

DEC는 또한 주민들에게 지역의 장작을 사용하고 외래 침입종을 보고하고 찾을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규정은 열로 해충을 죽이는 처리가 되지 않은 장작을 뉴욕으로 가져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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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합니다. 규정은 또한 채취 장소에서 50마일 미만으로 열 처리 하지 않은 장작을 운반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장작을 운반하게 되면, 수많은 나무들을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질병과 외래 침입 

곤충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입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지역의 장작을 사용해야 하고, 외래 침입종의 

검색 및 보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외래외래외래외래 침입종침입종침입종침입종 인식인식인식인식 주간주간주간주간 행사행사행사행사 

 

추가 정보 및 100개 이상의 행사의 전체 목록은 다음 뉴욕 외래 침입종 인식 주간 웹 사이트 

http://nyis.info/blo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 근처의 예시입니다: 

 

Adirondacks:  

7월 8일, 솔송나무 및 발삼나무 솜벌레 심포지움, Indian 호수 스키 허트, Indian 호수 

 

주도주도주도주도/Mohawk: 

7월 12일, 어떻게 침입된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의 숲과 뒷마당의 생태계를 바꾸는가, Rensselaerville 

 

Catskills:  

7월 11일, 외래 침입종의 개울 이동, Neversink 개울 프로그램, Catskill 

 

Finger Lakes: 

7월 7-9일, 외래 침입종 교육 훈련, Finger 호수 기관, Geneva 

 

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롱아일랜드(Long Island): 

7월 12일, 마늘 머스타드 풀, 마디풀 소화 및 바비큐, Tanner 호수 환경 센터, Garden 시 

 

Lower Hudson: 

7월 12일, 뉴욕 식물원 토종 및 외래 식물 투어, Bronx 

 

St. Lawrence Eastern Lake Ontario: 

7월 12일, 외래 침입종 모니터링 봉사, Pine Grove State Boat Launch, Pulaski 

 

Western NY:  

7월 9일, 외래 침입종 교육 및 워크데이, Tifft Nature Preserve, Buffalo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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