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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3/10/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DIRONDACKS에에에에 수중수중수중수중 침해종이침해종이침해종이침해종이 퍼지는퍼지는퍼지는퍼지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막기막기막기막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협정협정협정협정 발표발표발표발표 

 

53개개개개 보존보존보존보존 그룹그룹그룹그룹,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협회협회협회협회, 지역지역지역지역 및및및및 주주주주 정부들이정부들이정부들이정부들이 청정수를청정수를청정수를청정수를 보존하고보존하고보존하고보존하고 휴양휴양휴양휴양 기회를기회를기회를기회를 
증대하며증대하며증대하며증대하며 관광을관광을관광을관광을 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협정에협정에협정에협정에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Adirondack 지역의 수중 침해종 도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53개 뉴욕주 기관, 지자체 정부, 토지 소유자, 호수협회, 보존 단체, 스포츠 그룹 및 

기업들 사이의 전례 없는 협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업스테이트 뉴욕에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 휴양 기회를 증대하며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것입니다. 

 

“Adirondacks는 우리 주의 가장 훌륭한 자연 보물 중 하나로서 업스테이트 뉴욕 

커뮤니티들을 위한 주요 경제 자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중 침해종의 위협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침해종의 확산을 막는 것은 Adirondack 수역을 오늘과 미래를 위해 

보호하기 위해 긴요하며 방문객들이 공원의 자연미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 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을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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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예방하기 위해 53개 당사자들이 협력해 새로운 전지역적 수중 침해종 예방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dirondack 수역에 수중 침해종 도입 및 확산을 전향적으로 막기로 

서약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지기 정신, 데이터 수집, 교육, 보트 검사 및 필요시 

보트 및 트레일러 오염 제거를 포함할 것입니다. 추가 당사자들도 계속해서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5 기회 어젠다에서 Cuomo 지사는 Adirondack의 관광 경제를 가꾸고 보존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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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며 지역사회들이 번영하도록 돕기 위한 풍경 보호 및 번영 사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요소가 침해종 확산 방지입니다. 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에 침해종 확산과 싸우기 위한 환경보호기금을 

100만 달러 늘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협정은 이 지역과 그 수역에 들락거리는 모든 보트에 대한 청소, 배출, 건조 

기준을 지지합니다. 이 협정에 의거 Lake George 및 지역의 다른 호수들에 실시된 

성공적 노력에 근거하여 2015년을 위한 지역별 보트 및 트레일러 검사 및 오염 제거 

프로그램이 수립될 것입니다. 

 

DEC 커미셔너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깨끗한 물은 낚시꾼, 보트객, 노젓는 사람, 수영자 및 기타 Adirondacks를 방문하는 

휴양객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문자들에게 사업을 의존하는 주민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본 

협정에 가입한 단체들의 수 및 다양성은 수중 침해종이 Adirondack 지역의 생태 건강 및 

경제적 건강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증명하며, 지역의 수질, 관광 수입 및 재산 가치를 

보호하려는 보편적 희망을 증명합니다.” 

 

상원의원 Betty Litt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Park에서 수중 침해종을 

몰아내려는 본 협정의 힘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은 많은 그룹들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호수, 강 및 개울들의 물은 Adirondack Park에 살거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종 확산을 막아 깨끗한 물을 보존하면 수 백만 

달러가 절약되고 아주 오랫 동안 경제와 환경에 이롭습니다. 그렇게 잘 제휴하신 Cuomo 

지사, 커미셔너 Martens 및 우리의 모든 지역 이해관계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Hamilton 카운티 감독관 협의회 의장 William G. Farb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MOU는 Adirondack Park이 완벽한 시점에 새 수준의 협조로 진화한 방식의 좋은 또 

하나의 예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 아래 기준이 된 유기적 풀뿌리 과정은 문제를 

식별하고 해법을 찾으면 주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돕는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와 

커미셔너 Martens의 도움과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Adirondack 타운 빌리지 협회 회장 Brian Tow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s의 원시 수역은 국가적 보물인데 우리 산악 커뮤니티의 생명력을 위협하는 

수중 침해종 확산으로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Adirondack 타운 빌리지 협회는 공원의 

한 수계에서 다른 수계로 이동함에 따라 이 위협을 나르는 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을 제거할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주지사의 비전과 지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발적 프로그램은 보트객을 관장하는 규제적 접근법을 제거하면서 교육 및 예방 

필요성을 다루는 데, 그것은 모든 보트객들이 포용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Adirondack Park 지역정부 검토단 단장 Fred Monro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지역정부들은 Adirondack 지역의 생태적 및 경제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수중 침해종의 도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요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달러를 제안한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검토단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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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연대를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들은 수중 침해종을 퇴치하는 

싸움에서 파트너 겸 투자자였으며 Adirondack Park의 광대한 수자원을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본 양해각서를 승인하였습니다.” 

 

Adirondack 산악클럽 회장 겸 고문 Neil F. Woodwort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s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 긴요한 협정은 우리의 아름다운 

Adirondack Park를 매우 깊이 배려하는 지역 및 주 정부, 많은 협회와 비영리 단체들의 

다짐을 증명합니다. Adirondack 산악클럽은 우리의 많은 헌신적 회원들과 패들러들과 

함께 Adirondack Park의 연못, 호수, 개울 및 강에서 수중 침해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이 

필수적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청지기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Adirondack 의회 부의장 Diane Fish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침해종은 Adirondack 

Park의 생태적, 경제적 및 사회적 근간에 보편적 위협을 제기합니다. 이 새 협정은 

Adirondack Park의 호수와 강에서 침해종과 싸워 예방하기 위한 새롭게 조율된 전략을 

위한 틀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2015-16 예산안에서 침해종 기금을 100만 달러 

증대하여 Adirondack 침해종 전략을 개발하려는 주지사의 안은 이 공원에서 주 및 

전국적 모델 역할을 할 예방 및 퇴치 프로그램을 구축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Lake George 빌리지 촌장 겸 S.A.V.E 위원회 의장 Robert Bla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가 Adirondack 지역의 수중 침해종 확산을 막는 우리의 

싸움을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3,000개 호수 및 연못, 30,000 

마일의 강과 개울은 우리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Lake George의 초기 성공을 

모델로 이용하고 주지사의 지속적 리더십을 통해 우리의 S.A.V.E. Group은 

Adirondacks의 우리 이웃들 모두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The FUND for Lake George의 이사장 겸 S.A.V.E. Lake George 창립 멤버인 Eric Si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동하라는 이 역사적 부름은 침해종이 제기하는 위협의 전례 

없는 심각성과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수역을 망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결의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모든 레벨 모든 부문의 리더십을 

증거합니다. Cuomo 지사가 Lake George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의미있는 모델로 만든 

길을 선도한 것처럼 그의 대담한 리더십이 이제는 전체 Adirondack Park이 미래 세대가 

분명히 고마워할 소중한 유산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도 선도하였습니다.”  

 

Adirondack 지주협회 회장 Tom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질은 Adirondack 

Park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관광 및 야외 휴양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의 열쇠입니다. 

이러한 수역의 경제적 및 환경적 중요성은 수중 침해종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Adirondack 호수연맹 회장 Ed Griesm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dirondack 전지역 

호수협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Adirondack 호수연맹은 Adirondack Park의 약 3000개 

호수, 개울 및 연못에 침해종 도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구현한 Cu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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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주 환경보존부와 호수협회, 지자체, 주정부 기관 및 보존 그룹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연맹들이 수립한 이 협업적 계획은 우리 호수들과 지역사회들이 

당면한 경제, 환경 및 생태적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호수협회들은 침해종 

문제를 다루는 최초 대응자로서 다년간 수 천 자원자 시간과 상당한 재정 지원을 

기울였습니다. 본 서약은 호수협회가 우리 호수들을 모두가 즐기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차적 사명을 계속함에 따라 호수협회에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Paul Smith’s College 임시학장 Eric Holmlund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aul 

Smith’s College의 Adirondack 분수계 연구소는 Adirondack 지역의 수역을 수중 

침해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역사적 이니셔티브에 박수를 보냅니다. 

Adirondack Park AIS 확산 예방 프로그램은 공원 공동체들을 단결시키는 위협과 싸우기 

위한 전례 없는 도구들을 이 공원에 제공합니다. 침해종들은 타운, 카운티 또는 지자체 

경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분할을 초월한 과학적 기반의 해법을 필요로 

합니다.” 

 

협정협정협정협정 서명서명서명서명 단체단체단체단체: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dirondack Park Agency  
Town of Bolton 
Town of Chester 
Town of Horicon 
Upper Hudson Recreational Hub Towns  

• Town of North Hudson 
• Town of Newcomb 
• Town of Minerva 
• Town of Indian Lake  
• Town of Long Lake 

Adirondack Association of Towns and Villages 
Adirondack Council 
Adirondack Lakes Alliance 
Adirondack Landowners Association 
Adirondack Mountain Club 
Adirondack Park Local Government Review Board 
Adirondack Regional Chamber of Commerce 
Adirondack Park Invasive Plant Program  
Adirondack Wild: Friends of the Forest Preserve 
Ausable River Association 
Central Adirondack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CAP-21) 
Chateaugay Lake Foundation 
Essex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East Shore Schroon Lake Association 
Friends of Long Pond Association 
Fund for Lake George 
Hamilton County Board of Supervisors  
Hamilton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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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 Lake Association 
Lake Champlain Basin Program 
Lake Colby Association 
Lake George Association 
Lake George Land Conservancy 
Lake George Park Commission 
Lake Pleasant Sacandaga Association 
Lewis County 
Long Lake Association 
Loon Lake Park District Association 
The Nature Conservancy 
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Okara Lakes Association in Thendara 
Osgood Pond Association  
Paul Smith’s College 
Paradox Lake Association 
Piseco Lake Association 
Protect the Adirondacks 
Raquette Lake Association 
Schroon Lake Association 
Upper Saranac Lake Association 
Village of Lake George 
Warren County Invasive Species Committee 
Warren County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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