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침입종 신속 대응 및 통제를 위한 약 170만 달러 자금 

지원 발표 

 

전국 35개 지자체,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침입종 통제, 제한 및 제거를 도울 

것 

 

모든 뉴욕 주민에게 침입종으로부터 토지와 수자원을 보호할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수생 및 육생 침입종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35개 지자체, 비영리 단체 및 고등 교육기관에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약 17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침입종 인식 주간(Invasive 

Species Awareness Week)을 선포하였으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침입종으로부터 

우리의 토지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책임감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43개 카운티에서 130여 개 행사가 일주일 내내 열리도록 예정되어 

뉴욕주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침략적인 포식자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 환경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께 뉴욕주의 환경을 수호하는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숲, 호수, 

하천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침입종 신속 대응 및 통제 보조금 프로그램(Invasive 

Species Rapid Response and Control Grant Program)의 1차 교부금에 해당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침입종 신속 대응 정책의 

목표는 새로운 침입종의 출현 시 적시 의사 결정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보조금 수령자가 조정, 의사소통, 공공 지원, 기획, 과학 분석, 정보 관리 및 법률, 

규제 요구, 자원 및 물류 준수 등,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성과가 높았던 침입종 신속 대응 및 통제 보조금(Invasive Species Rapid Response 

and Control Grant)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초기 발견, 신속 대응 및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자는 

다루게 될 침입종의 생태와 생애 주기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경험 및 실적을 갖추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토지 및 수역 인근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령자와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  

 Westchester County Parks Department - 10,467 달러: 침입종 근절(Invasive 

Species Eradication) 프로젝트.  

 서머스 타운 (Town of Somers)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15,000 달러: 서머스 타운 

침입종 신속 대응 및 통제(Town of Somers Invasive Species Rapid Response 

and Control) 프로젝트.  

 Bard College (더치스 카운티) - 56, 920 달러: 바드 컬리지 침입종 신속 대응 

프로젝트(Bard College Invasive Species Rapid Control Project).  

 스카스데일 타운/빌리지 (Town/Village of Scarsdale)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24,500 달러: 사우스 폭스 미도우 브룩 호장근 개선 프로젝트(South Fox Meadow 

Brook Knotweed Remediation Project).  

 Orange County-DPW - 100,000 달러: 비버 댐 호수 수생 침입종 통제 

프로젝트(Beaver Dam Lake Aquatic Infestation Control Project).  

 New York New Jersey Trail Conference - 24,483 달러: 로어 허드슨 밸리 신속 

대응 및 통제 대원(A Lower Hudson Valley Rapid Response and Control Crew).  

 Mianus River Gorge Inc.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38,611 달러: 미아누스 리버 

고르게 보호 지역(Mianus River Gorge)의 노숙림(老熟林) 보호 프로젝트.  

 Historic Hudson Valley - 100,000 달러: 필립스버그 마너 파크 호장근(Japanese 

Knotweed) 프로젝트.  

 Iona College - 39,916 달러: 신규 침입종 위협: NY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브롱크스 

강을 따라 자생하는 자주괴불주머니(결각 현호색과, 학명: Corydalis incisa) 매핑, 

연구 및 통제 프로젝트.  

 Groundwork Hudson Valley - 89,872 달러: 도시 환경에서 커뮤니티 리더십을 

통한 침입종의 근절. 

주도 지역  



 트로이 시 (City of Troy) (렌셀러 카운티) -100,000 달러: 가로수의 

서울호리비단벌레 신속 대응 및 통제 프로젝트(Rapid Response and Control of 

Emerald Ash Borer in Street Trees).  

 National Audubon Society, Inc. - 13,640 달러: 램스혼-리빙스턴 오듀본 보호구역 

갈대숲 관리(Phragmites Management at Ramshorn-Livingston Audubon 

Sanctuary) 프로젝트.  

 Columbia Land Conservancy, Inc. - 68,500 달러: 메이징거 호수(Meizinger Lake) 

및 핸드 할로우(Hand Hollow) 보호지구에서 수생식물인 마름 통제(Water 

Chestnut Control) 프로젝트.  

 몰타 타운 (Town of Malta) (사라토가 카운티) - 20,000 달러: 사라토가 호수 

물밤나무 근절 프로젝트(Saratoga Lake Water Chestnut Eradication Project). 

노스 컨트리  

 Upper Saranac Foundation - 100,000 달러: 피시 강 수생 침입종 관리 

프로젝트(Fish Creek Aquatic Invasive Species Management Project).  

 체스터필드 타운 (Town of Chesterfield) (에섹스 카운티) - 11,000 달러: 버터넛 

연못 이삭물수세미 관리 프로젝트(Butternut Pond Eurasian Water Milfoil Control 

Project).  

 Thousand Islands Land Trust, Inc. (제퍼슨 카운티) - 34,865 달러: 칼턴 섬 - 

흰애기똥풀 관리 프로젝트(Carleton Island - Pale Swallow-wort Management 

Project).  

 Saranac Lake Rotary Foundation Inc. - 21,000 달러: 키와사 강 수생 침입종 

근절(Aquatic Invasive Eradication on Lake Kiwassa) 프로젝트.  

 Clarkson University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 58,554 달러: 노어우드 강 물수세미 

침입종 근절 프로젝트(Norwood Lake Invasive Watermilfoil Eradication Project).  

 Hamilton County Soil & Water Conservation District - 45,000 달러: 애디론댁 

침입종 관리 프로젝트(Adirondack Invasive Species Management Project).  

 Colby Foundation (프랭클린 카운티)- 50,000 달러: 콜비 호수 이삭물수세미 

근절(Eurasian Water Milfoil Eradication on Lake Colby) 프로젝트. 

센트럴 뉴욕  

 카제노비아 타운 (Town of Cazenovia) (매디슨 카운티) - 48,103 달러: 카제노비아 

호(Cazenovia Lake)의 유럽 자라풀(학명: Hydrocharis morsus-ranae) 근절 

프로젝트.  

 Tioga County Soil & Water Conservation District - 11,400 달러: 뉴욕주 업퍼 

서스퀘해나 강 분지(Upper Susquehanna Basin of NYS)의 검정말 통제(Hydrilla 

Verticillata) 프로젝트.  



 Tioga County Soil & Water Conservation District - 42,934 달러: 멸종 위기종 

서식지와 일반인 출입 부지 요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센트럴 뉴욕의 지속 가능한 

침입종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수립합니다.  

 Cornell University - 68,723 달러: 침입종 신속 대응 및 통제(Invasive Species 

Rapid Response and Control) 프로젝트. 

핑거 레이크스  

 Yates County - 35,800 달러: 큐카 레이크 아울렛(Keuka Lake Outlet)의 별 

차축조(Starry Stonewort) 침입종 기계 수확 프로젝트.  

 Research Foundation for SUNY Brockport (먼로 카운티) - 81,764 달러: 바이런-

베르겐 늪지(Byron-Bergen Swamp)의 숲개밀(학명: Brachypodium sylvaticum) 

통제 프로젝트. 

웨스턴 뉴욕  

 토나완다 시(City of Tonawanda (이리 카운티)) - $18,000 달러: 토나완다 시 

서울호리비단벌레 처리 프로젝트(City of Tonawanda Emerald Ash Borer 

Treatment Project).  

 Jamestown Audubon Society, Inc. - 24,921 달러: 침입종 마름(Trapa natans)과 

갈대(Phragmites australis)를 근절하기 위한 오듀본 커뮤니티 네이처 센터 

프로젝트(Audubon Community Nature Center Project).  

 Cradle Beach Camp Inc. (이리 카운티) - 82,282 달러: 서울호리비단벌레(Emerald 

Ash Borer, EAB) 근절 프로젝트. 

뉴욕시  

 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 Recreation - 67,746 달러: 뉴욕 퀸즈 

카운티의 싱아속(mile-a-minute) 침입 신속 대응 프로젝트. 

롱아일랜드  

 브룩헤이븐 타운(Town of Brookhaven (서퍽 카운티)) - 60,000 달러: 웨스트 

미도우 비치의 큰키다닥냉이(학명: Lepidium latifolium)과 호장근(학명: 

Reynoutria japonica) 근절 프로젝트.  

 The Caumsett Foundation, Inc. - 49,260 달러: 갈대속(학명: Phragmites australis) 

관리 프로젝트.  

 Group for the East End, Inc. (서퍽 카운티) - 91,850 달러: 그레이트 연못 침입종 

제거 및 복원(Great Pond Invasive Species Removal and Restoration) 프로젝트. 



뉴욕주는 침입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이러한 보조금 외에도, 장작 이송을 제한하고, 보트 이용자가 공공 

수역에 선박이나 선박용 도크를 띄울 때 합리적인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식물, 동물 및 곤충 침입종을 판매, 수입 및 소유를 금지 또는 규정하는 중요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올해 뉴욕주의 물푸레나무 수백만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 8구역을 합병하여 서울호리비단벌레(emerald ash borer)의 이동을 단일 

구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확산을 늦추려는 DEC와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Department)의 공조 작업이 있습니다. DEC는 또한 서퍽, 킹스 및 온타리오 카운티에서 

2016년 발견된 참나무 마름병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4곳을 설립하였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입종은 뉴욕주의 환경 및 경제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EPF 

보조금이 이들의 확산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 관계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이 주정부가 모든 종류의 침입종에 경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지원으로, 주정부는 보다 모니터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나무, 식물 및 수생 서식지를 손상시켜 뉴욕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입종의 확산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뉴욕 주민들께 침입종 

인식 주간(Invasive Species Awareness Week)에 참여하여 외래종을 발견 및 확인하고, 

외래종으로부터 토종 생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설계된 활동에 

참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주 상원 환경보존위원회(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 

Tom O’Mar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수생 침입종의 확산은 지역 

관광업 경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수천 개의 일자리 피해를 

초래하는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로를 보호하고, 향후 세대들을 위해서 그 

품질과 경제적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던 티어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 및 주 전역에 

걸쳐 현지의 지도자들과 걱정하는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점에 감사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및 기타 다른 노력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원 환경보존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Southern Pine Beetle), 유리알락하늘소(Asian Longhorned Beetle), 

말조개(Zebra mussel) 등의 침입종이 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이들 침입종과 기타 침입종 문제에 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상당히 가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뉴욕주의 귀중한 천연 자원의 건강과 보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우리 토종 식물과 

동물을 칩입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국제 무역 및 여행 중심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침입종에 

특히 취약합니다. 신속 대응 및 통제는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영구적으로 침입종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2017 회계연도 예산에 침입종 관리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550만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침입종 위원회 기관, 자문위원회 조직, 지역 침입종 관리 파트너십 및 휘하의 수많은 

파트너 기관들이 뉴욕 주민들에게 침입종 식물, 동물, 곤충 및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교육하기 위한 행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록 및 인근 행사를 

확인하시려면, www.stoptheinvasionny.com/calendar-of-events를 방문하세요. 

 

주지사의 침입종 인식 주간(Invasive Species Awareness Week) 선포를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침입종과 이들이 뉴욕주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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