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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철새
주지사 철새 보호를 위해 LIGHTS OUT NEW YORK 프로젝트를 발표하다

주정부 소유 건물, 철새 이동이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꼭 필요하지 않은 실외 조명을 꺼두기로 하다
주지사, 조류 관찰 정보를 위해 I Love NY Birding 웹사이트를 구축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철새 이동 기간에 철새의 이동을 흐트러뜨리는 조명 오염원을
줄이는 일을 맡고 있는 Audubon Society에 합류하면서 뉴욕주 건물들이 뉴욕주 Lights Out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 소유 및 관리 대상 건물들은 철새의
이동이 한참인 기간인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오후
11시부터 새벽 사이에 불필요한 실외 조명을 꺼둘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새로운 I Love NY
Birding 웹사이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방문자들에게 조류 감시 정보와 다른 도구
중에서 Lights Out 프로젝트 참여 방법 정보를 담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철새들이 뉴욕의 숲, 호수, 강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조치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의 조류와 그들의 이동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I Love NY Birding 웹사이트를 방문하길 바랍니다.”
해안가에 서식하는 새들과 명금 등 많은 종류의 새들은 별자리를 이동 경로 지표로 삼아 여름철
번식지를 찾습니다. 지나친 실외 조명, 특히 악천후 속에서는 이러한 철새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빛의 유혹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으로 미국에서 연간 약 5억-10억마리의 새들이 창문, 담장, 투광조명등 또는
지면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주는 Audubon Society의 Lights Out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록펠러센터, 크라이슬러 빌딩,
타임워너센터와 같이 New York City Audubon의 요청을 받은 뉴욕을 상징하는 다수의 건물들과
함께 치명적인 조명의 유혹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주정부 기관들 역시 Lights Out 기간에는 가능하면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필요한 실내 조명을 끄도록 안내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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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뉴욕의 큰 실외 장소를 널리 알리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정보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위한 주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I Love New York Birding
웹사이트(http://www.iloveny.com/birding)를 발족시켰습니다. 이 온라인 자원은 조류 감시와
뉴욕주 최고의 철새 이동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철새 이동지 검색
도구, 뉴욕주 조류관찰 행사, 성공적인 조류관찰 여행을 위한 팁 및 안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관찰 점검사항, 시민 과학 모니터링, 지도책 및 온라인 도구(앱)과 같은 정보 자료도
제공합니다. 웹페이지 방문자들은 또한 부상 당했거나 부모새를 잃은 새들을 발견할 경우 행동
요령, 책임 있게 낚시하는 방법, 정원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과 Lights Out New York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Audubon New York의 실무책임자인 Erin Crott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udubon은 철새를
보호하고 뉴욕 전역에서 멋진 조류 관찰 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범시켜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철새 이동은 자연의 헤아릴 수 없는
경이적인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철새 이동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의 ‘Lights
Out’ 활동은 철새 보호를 늘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I Love New York 조류 관찰 웹사이트는 새
감시자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활동과 기타 중요한 보존 조치를
발전시켜주신 Cuomo 주지사와 그의 행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조류들은 밤에 이동하거나 사냥을 합니다. 때문에 밤에 밝은 조명은 이들의 본능적인
행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환경보존부 장관 Joe Martens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들을 위해 보다 자연스런 환경을 더욱 많이 조성하고 우리의 소중한 천연자원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새는 우리 생태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Lights Out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시는
Cuomo 주지사 함께 나갈 것입니다”라고 OGS(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가 말했습니다. “봄과 가을 철새 이동이 한창일 때 OGS가 관리하는 건물의 꼭 필요치
않은 조명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Lights Out New York은 조명 오염을 줄이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은
이미 새로운 공공건물법(Public Building Law) 법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인 이 법규는 주정부 관리 토지에 새로운 실외 조명 설치를 제한하고 실외 조명 장치의 밝기,
눈부심, 방향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뉴욕의 Lights Out 프로젝트는 이러한 법규 시행보다 앞서
실시되어 뉴욕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야생동물은 물론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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