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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청어 보호 및 해양 보건 증진을 위한 법안 서명  

  

새로운 법안은 스포트 피시 및 고래의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건착망을 사용한 

청어의 상업적 포획을 금지  

  

중대 조치로 인해 남획을 방지하고 뉴욕주에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해수 및 상업 어장의 

보건 개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청어 보호를 위한 법안(A2571 

잉글브라이트(Englebright)/S2317 카민스키(Kaminsky))에 서명했습니다. 청어 개체 수의 

복구는 뉴욕주 바다에 사는 기타 어류 중에서도 줄무늬 농어, 고래, 돌고래, 블루피시, 

코스탈 샤크, 포식 어류, 바다표범, 바다 새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물고기 군집을 전부 둘러쌀 수 있는 상업용 어망, 혹은 건착망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시켜, 

이 중요한 미끼 어종을 보호하려는 보존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유해한 오염의 

발원지를 깨끗하게 만들며 해수 및 담수에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중요한 새 법안은 필수 어장을 더욱 보호하여, 우리의 스포트 피싱 

경제에 중요한 어종은 물론 장엄한 고래와 기타 다시 우리 뉴욕주의 바다로 돌아오고 

있는 해양 생물들을 지원하는 일에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서명한 조치는 건착망을 사용한 청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건착망은 도시의 6블록에 

해당하는 크기로 바닥의 무게로 인해 가라앉았다가 위 가장자리에 있는 부낭에 의해 

떠오르면서 주변의 물고기를 잡아끌어옵니다. 중요한 상업 미끼 어종인 청어는 또한 

생선기름, 비료, 어분의 생산을 위해 포획됩니다. 뉴욕주 바다에서 건착망을 사용 

금지시키면서, 우리의 더욱 지속 가능한 포획 방식을 사용하는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며 이들이 벙커라고도 불리는 청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벙커는 역사적으로 뉴욕주 바다에 풍부했으나,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대서양 연방 해양 수산 위원회(Atlant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가 청어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이래로, 청어의 수는 

느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2011년 포획 보고 요건을 늘려 뉴욕주의 미끼 랜딩 추적을 



 

 

개선했습니다. 뉴욕주의 집중 관리로 인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며 큰 청어 군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청어는 수중 산소 수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더운 날씨에 큰 군집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정기적으로 수천 마리가 죽습니다. 수많은 죽은 물고기들이 종종 

해안으로 떠밀려와서 해안을 오염시키고 불쾌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소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방 정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은 어종이 사망할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체 수를 줄이는 건착망 

사용을 규제하도록 환경보존부(DEC)에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중요 

조항을 포함합니다.  

  

청어는 뉴욕주의 바다 및 허드슨강 하구(Hudson River Estuary) 먹이사슬의 핵심 

요소입니다. 뉴욕 인근 바다에서 청어를 비롯한 청어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야생종의 

개체 수 증가는 야생종 관찰자, 우리 뉴욕주의 상업 또는 취미 어부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서양의 상업 어장은 46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340,000개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1,400만 명에 이르는 취미 낚시인들이 연간 160억 달러를 소비하고 167,086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게다가 친환경 관광 산업은 대서양 전역에서 굳건하며, 약 2,900만 명의 

야생종 관찰자들이 연간 170억 달러 소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어는 건강하고 

생기 있는 해안 생태환경의 핵심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그리고 상원 및 하원 

파트너들의 지원을 통해, 이 새로운 법안은 우리의 중요한 어장의 지속적인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어업 경제를 강화하고 이 필수적인 산업을 지탱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개선할 것입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행성, 특히 

이곳 롱아일랜드 및 주 전역에서 중요한 자연 자원을 지키는 일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청어 개체 수 보호를 위한 저의 법안에 서명해주신 Andrew M. 

Cuomo께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대서양의 중요 어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어종'으로 불리기는 청어는 줄무늬 농어, 블루피시, 고래 등 많은 어종이 먹는 주식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또한 바다 새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지역 어부들은 청어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저의 법안은 한 어종을 멸종시킬 수 있는 산업 남획의 종류로부터 우리 

지역의 바다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지역의 해양 자원을 지원하는 데 중대한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주 역사상 가장 큰 뉴욕주 인공 암초(Artificial Reef) 프로그램의 확대,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대한 기록적인 3억 달러 투자, 깨끗한 

물 인프라 법(Clean Water Infrastructure Act)에 대한 25억 달러 투자, 2019-2020년 

깨끗한 물 예산에 5억 달러 추가 기금 배정, 롱아일랜드의 갈색 조석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 바다 기금(NY Sea Grant)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 이상 투자, 뉴욕 해안 인근에서 

해양 굴착 방지 위한 조치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의 해양 자원은 관광산업, 어업, 

기타 산업 등을 통해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뉴욕주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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