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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척의
주지사 주 전역의 안전한 보트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집행기관에 9척의
새 순시선 배정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해양 법집행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및 지역 경찰 기관에 9척의 새 순시선이 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는 Lake George로부터 Long Island Sound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최고의
레크레이션 보트 명소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새 순시선은 이번
시즌 모든 보트 운전자들과 승객들을 위한 안전을 개선하면서 뉴욕주의 수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에서 안전한 레크레이션 보트 놀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도와주시는
우리 법집행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공원휴양사적보전실 커미셔너 Rose
Harvey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레크레이션 보트객들은 구명 조끼 착용과 보트 안전반 수강을
포함하여 몇 가지 간단한 주의 사항이 나들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순시선이 배정된 기관들:
• 환경보전부 경찰
• 뉴욕주립공원 경찰, Thousand Islands 지역
• Lake George공원위원회
• Hamilton 카운티 보안관서
• Chautauqua 카운티 보안관서
• Saratoga카운티 보안관서
• Suffolk 카운티 해양국
• Town of Huntington Harbor Master
• Town of Southampton Bay Constable
"선박이 무책임하게 운전되면 뉴욕주의 수계를 즐기는 모든 분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습니다”라고 DEC 커미셔너 대행 Basil Seggos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보트객들은 물에 나가
있는 동안 취해야 할 모든 적절한 안전 조치와 주의 사항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트,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는 또한 수생 침입종 전파의 일반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DEC가
관리하는 육지에서 출범하기 전에 장비에 붙어 있는 식물 및 동물 물질을 청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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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를 배수할 것을 소유주에게 요구하는 주 규정이 있음을 보트객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 대에 $78,000 ~ $150,000인 Brunswick “Justice” 선박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관리하는
SFRB(Sport Fish Restoration and Boating) 신탁 기금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 기관은 뉴욕주 항행법을 시행하고 여가용 보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 선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원의원 Steve Israel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Long Island 순시선은 이번 여름에
Long Island 보트객과 가족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일반인들에게 보트
안전을 가르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제가 제안한 보트 점유 교습
안전법(BOATS)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ong Island 주민들이 이번 여름에
물에서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의 모든
레벨의 파트너들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원 Lee Zeldin은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트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Southampton 타운을 위한 새 순시선은 지역 보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타 보트 타기 및 노젓기 안전 수칙:
• 모든 사람들은 물 위에 있을 때마다 개인용 뜨는 장치를 착용할 것이 강력
권장됩니다. 주 법률은 12세 미만 아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개인용 뜨는
장치를 착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물로 나서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폭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천둥소리가 들리면 해안에 가까운
대피처를 물색하십시오.
• 본인의 능력을 알고 큰 파도를 야기하는 센바람 또는 꾸준한 바람이 있을
떄 또는 조류가 강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모터보트들이 있는 곳에서 노를
젓는 경우에는 해안선 가까이 그리고 주 수로 바깥에 있으십시오. 또한
보트객들과 노젓는 사람들은 수중 침습종확산을 막기 위해 배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배수해야 합니다.
전국 안전 뱃놀이 주간은 보트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보트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안전 뱃놀이 협의회가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보트객들은 구명 조끼 착용; 안전
뱃놀이 과정 이수; 선박의 적절한 장비 및 검사; 신중한 속도 유지; 및 뱃놀이와 음주 혼합
자제 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뱃놀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수상 안전 코스 명단을 포함해
수상 안전 및 뉴욕주 해상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nysparks.com/recreation/boating를 방문하십시오.
보트객들은 보트, 트레일러 및 장비에 수생 침입 종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트, 트레일러와 기타 낚시 및 보트 장비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것에
달라 붙을 수 있는 모든 진흙, 식물과 기타 미생물들을 제거합니다.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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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선착장에 설치된 성가신 침입종 처분장에서, 쓰레기통에 또는 론칭
램프에서 떨어진 육지 장소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보트의 괸 물과 기타 생 우물, 미끼 우물 및 빌지 탱트 같은 물이 담긴
구역을 비웁니다. 이것은 위생 시스템 또는 음용수 공급 시설과 관련된
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트 건조도 매우 권장되지만 새 규정 하에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사용과
사용 사이에 보트를 건조할 수 없는 보트객들은 빌지와 기타 물이 담긴
구역을 가능하면 화씨 140도 온도의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지브라 머슬 및
스파이니 물벼룩 같은 수생 침입종의 현미경적 유충은 한 방울의 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생 침입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이
담긴 것은 건조, 세척 또는 뜨거운 물로 소독하여 이러한 미생물이 우연히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IS에 대한 추가 정보와 소독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C 웹 사이트
http://www.dec.ny.gov/animals/48221.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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