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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주지사 침해성 수중 생물의 전파를 막기 위한 ADIRONDACK 오염제거소 개소
발표

침입종 주간의 일환으로 전주적으로 100여 행사 개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dirondacks 지역에 침해성 수중 생물의 전파를 막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12개소의 새 보트 오염제거소가 이제
개소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uomo 지사가 7월 12 – 18일로 선포한
침입종 주간에 즈음하여 금주에 주 전역에서 100여 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우리의 Adirondack 수로에 침입종 전파를 막는 것은 이 지역의 자연 보물을 보존하여
그것이 주요 경제 자산이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전향적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참여시켜 누구나 Adirondacks를
원래대로 유지하여 앞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종합적 시범 프로그램은 뉴욕주 환경보존부,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
및 Paul Smith’s College Adirondack Watershed Institute가 주도합니다. 여기에는
전략적으로 위치한 보트 세척소, 지역의 14개 신규 장소에 보트 관리인 추가, 모든
환경보존부 및 대부분의 지자체 및 민간 보트장에 침입종 예방 간판, 그리고 교육
아웃리치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 레크레이션 기회를 증대하며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60여 보존 단체, 소유자 협회, 지역 및 주 정부들 사이에
도달된 합의의 결과입니다. 이 노력은 주 환경보존 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하에 새 주 예산은 환경보존 기금에 침해성 수중 생물과 싸우기 위한 전용
예산으로 추가 100만 달러를 포함하였습니다.
41개 보트 계류장의 보트 출범 관리인은 도착하는 보트객들에게 배와 트레일러에 붙은
가능한침입 위협의 징후를 가리켜줄 것입니다. 오염제거소에서는 보트 관리인이 청소 및
배수되지 않은 보트를 고압, 온수의 오염제거 기기를 사용하여 청소할 것입니다. 보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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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자발적인 것이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 중요한 작업에 주정부와 제휴한 많은 단체들이 이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입니다”라고
환경보존부장 Joe Marten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침입종과 싸우고 침입종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뉴욕주민들을 교육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시 수계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을 진흥할 것입니다.”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만약 침해종이 퍼지도록
허용되면 Adirondack 경제에 최대 9억 달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년 방문객 지출 감소와 농업 및 일차 임산물 가액 감소뿐만 아니라 재산 가액 감소로
세금층이 영향을 받고 재산 소유주들이 지속적으로 차입하는 능력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의 데이터는 현재 Adirondack 지역의 수계에
18가지의 수중 침입 및 비고유종이 들끓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인근의 Great Lakes,
Hudson River, Lake Champlain 및 St. Lawrence River에는 약 200가지의 수중 침입 및
비고유종이 존재하여 Adirondacks의 수계를 침범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물수세미 및 가시물벼룩 같은 수중 침입종은 보트, 트레일러, 낚시 장구 및 기타 장비에
의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사상 최초의 침입종 주간에 Cuomo 지사는 이러한 유해종의 전파를 막기 위한 새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률과 후속 규제에 의거 환경보존부와 농업시장부는 금지종
및 규제종 리스트를 작성하고 뉴욕주에 그들의 방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판매, 수입, 구입, 운반 또는 도입할 의도로 고의로 금지종을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합니다.
침입종 주간 행사
침입종 주간에 즈음하여 주 전역에서 침입종 전파를 막기 위한 100여 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인식을 높여 모든 뉴욕주민들이 인간 건강, 동물 서식지, 농업
및 관광에 해로울 수 있는 침입종으로부터 땅과 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100개 이상 행사의 전체 목록은 다음 뉴욕주 외래
침입종 주간 웹사이트 www.nyis.info/blo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시장부 장관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침입종 주간은 뉴욕주의
농업, 우리의 생태계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이러한 유해종의 전파를 막기
위해 뉴욕주민들이 연중 취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에 대해 교육할 기회입니다.
환경보존부의 우리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주 전역 커뮤니티의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파괴적 종을 관리 및 퇴치하고 우리의 농지, 수로 및
자연 자원을 보호할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레크레이션 보트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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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부와 뉴욕주 공원휴양명소보존실은 작년에 보트객으로 하여금 보트,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로부터 식물 및 동물의 모든 가시적 물질을 제거하고 출범 전과 환경보존부
및 공원실의 보트 계류장으로부터 회수 후 보트를 배수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트객들은 식물 또는 동물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보트, 트레일러와 낚시
및 보팅 장비, 벙크, 롤러, 트림 탭 및 기타 보트 및 트레일러의 유사한 부착점을 점검할
것이 권장됩니다. 철저한 검사 후에 보트객들은 다음과 같은 청소, 배출, 건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보트, 트레일러 및 장비에서 잔해를 청소하고, 육상 지역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용기에 버립니다.
• 선저폐수 영역, 라이브 웰 및 활어창을 포함하여 보트를 완전히 배출합니다.
워터스키 및 웨이크보드 보트 조작자들은 모든 평형수 탱크를 반드시 배출해야
합니다. 많은 수중 침입종들은 한 방울의 작은 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므로
모든 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 모든 장비를 적어도 5일간 건조한 후에 다른 수계에서 사용합니다. 말리기
곤란한 장비의 경우 또는 습하거나 서늘한 기간 동안에는 더 긴 건조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조는 장비가 동식물을 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 상원의원 Betty Litt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침입종 전파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
공원 환경의 질, 재산 가치 보호 및 우리 경제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주지사의 리더십과
지역 정부 및 민간 단체들의 협조가 Adirondack Park에서 수중 침입종을 통제하기 위한
조율된 프로그램을 낳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지해 주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리고
지자체와 NGO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이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지상
프로그램에서 협업한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주 하원의원 Janet Dupr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Adirondack의 호수와
수로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수중 침입종 전파를 막는 데 전향적이어야 합니다.
보트 출범 관리인과 보트 세척소는 침입종 전파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트
소유자들이 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일반인을
계몽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Hamilton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의장 William G. Farb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Park의 수계를 보호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 많은 단체와 지역
및 주 정부의 이 독특한 파트너십 노력을 구현하고 지원하신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수중 침입종의 전파를 막기 위한 청지기 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며 우리는 이 협조가 효과를 낼 것을 확신합니다.”
Franklin 카운티 의회 의장 D. Billy Jo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역 호수들에 침입종들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개인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호수들 옆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관광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여, 우리는 이것과 싸우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들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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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금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 예산에 우리의 소중한
지역 호수들에서 침입종을 격퇴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 주신 Cuomo 지사와 의회에
감사드리며 이 중요한 노력을 적절하게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Wells 타운 감독관 Brian Tow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s의
커뮤니티들은 공원의 수중 침입종 증식을 완화하기 위한 주지사와 DEC의 집념과 자원을
기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희망하듯 보트객들이 무료로 즐기는 바로 그 자산을 보호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세대도 이러한 멋진 수계를 경험하도록 할 보트 세척소 제도를
통해 우리의 원시 수계 보호를 장려하는 다개년 프로그램으로의 첫 걸음을 장식합니다.”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 코디네이터 Brendan Quiri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 및 파트너들을 대표하여 저는
Cuomo 지사, NYS 환경보존부, NYS 교통부 및 Paul Smith’s College Adirondack
Watershed Institute가 금년 여름의 AIS 전파 예방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신 지지, 인상적 노력과 견실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범 프로그램
운영은 헌신적 요원과 파트너들의 노고의 결정체일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수중
침입종이 생태계 및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Adirondack 지역을 더 잘
지키려는 모든 당사자들의 집념입니다. 우리의 상징적 호수와 연못이 그들이 언제나
갖고 있는 소중한 레크레이션적, 미적, 경제적 및 생태학적 혜택을 계속 제공함에 따라
미래 세대는 이 조치를 취한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Paul Smith’s College Adirondack Watershed Institute 분수계 청지기 프로그램 책임자
Eric Holmu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시범 프로그램은 조경 규모로
조율된 침입종 관리를 향한 엄청난 조치를 대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 공원 및
분수계를 넘는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례 없는 수준에서 모든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규합합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그들의 배를 공원의 많은 편리한 장소에서
조사하고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AIS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늘은 뉴욕주 수질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Adirondack 협의회 회장 William C. Janewa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침입종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공원인 Adirondacks의 청정수와 야생, 경제 및 휴양 향유를
위협합니다; Adirondack 협의회는 이 위협과 싸우기 위해 단결하신 Cuomo 지사, Joe
Martens 커미셔너와 모든 지역 정부 및 민간 이해 당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Adirondack Park 지역정부 검토단 단장 Fred Monro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침입종 예방 프로그램을 후원함으로써 Adirondack 수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Adirondack Lakes Alliance, 뉴욕주 보존협의회, 지역
정부들, 지주 및 지역 환경 단체들은 DEC와 제휴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쁩니다.
우리는 또한 SAVE Lake George 파트너십이 제공하신 보충 자금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Adirondack 수중 침입종 전파 예방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 입수처:
http://www.adkwatershed.org/invasive-species/ais-pilo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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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부 보트 출범소에 대해 최근 채택된 수중 침입종 규제:
http://www.dec.ny.gov/outdoor/98240.html.
수중 침입종 전파 예방에 대한 추가 정보: http://www.dec.ny.gov/animals/48221.html.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의 웹사이트(http://adkinvasives.com/)는 침입종
식별과 현재 발견되는 곳 등 Adirondacks의 수중 침입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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