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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수로 및 자연 서식지를 침입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수로 및 자연 서식지를 침입종들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환경 보존부 및 농업 시장부로 하여금 침입종들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주의 생태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령은 침입종을 관리하는 규정들이 뉴욕주의 농장 커뮤니티와 식물 종묘장에 
적절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침입종은 생존 경쟁에서 재래종을 물리치고,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뉴욕주의 환경을 위태롭게 합니다. 침입종들은 조경 작업 및 양어지 등 상업 
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수생 침입종으로서 재래 식물을 질식시키고, 
수분 흡입을 막으며, 레크리에이션을 방해하는 히드릴라(Hydrilla)와 같은 식물종을 포함합니다. 
물푸레나무 호리비단벌레(Emerald Ash Borer) 및 아시아산 긴뿔딱정벌레(Asian Long-Horned 
Beetle)와 같은 기타 침입종들은 뉴욕주의 목재 및 임산물 업계를 황폐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침입종들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Joe Martens 환경 보존부 장관은 “이 법은 침입종 대책 본부의 중요한 권고사항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환경 보존부 및 농업 시장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침입종들을 규제하고 침입종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침입종들은 자연 서식지들을 파괴하며,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고, 운송업 및 농업에서부터 옥외 레크리에이션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침입종의 도입 및 확산과 싸울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rrel Aubertine 농업 시장부 장관은 “Cuomo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이 법령은 침입종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뉴욕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의 농업 분야는 침입종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 새로운 법은 조경 업계 및 종묘 업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농장들이 침입종들의 위협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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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법령은 침입종들의 뉴욕주 정착과 관련된 뉴욕주의 환경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환경 보존부 및 농업 시장부로 하여금 침입종의 
판매, 구입, 보유, 도입, 수입 및 운반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그러한 규정을 
위한하는 행동에 대한 벌칙을 확립합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침입종과의 싸움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우리는 
첫번째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합니다. Adirondacks 및 뉴욕주 전역에서 주목된 바와 
같이, 일단 침입종이 정착을 하게 되면, 거의 언제나 박멸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로운 포괄적이고 
선행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일반 대중의 교육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장래 세대들을 위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조치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ob Sweeney 하원의원은 “매년 침입종으로 인한 전국의 경제적 피해는 1천2백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주도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침입종들은 우리의 식품 공급을 
위협하고, 지역 정부의 예산에 문제를 초래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침입종의 확산이 가속화했으며, 전세계로부터 새로운 미생물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이 법안은 침입종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보존부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Governor Cuomo 주지사의 이 법안 서명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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