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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300만 달러 규모의 롱아일랜드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SOUTHERN 

PINE BEETLE, SPB) 관리 기금 발표  

 

침입성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 제거 직원을 배치할 추가 기금 

 

DEC, 2017년 여름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 커뮤니티 복구 기금의 2단계 자금을 방출하여 

나무 제거 및 교체 지원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의 기록적인 투자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롱아일랜드의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300만 달러 규모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추가 기금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현 침입성 해충 관리 노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는 

2014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 롱아일랜드에 있는 수천 그루의 소나무를 죽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귀중한 천연 자원이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와 같은 침입종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파괴로부터 

숲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이러한 병충해를 

방지하고 뉴욕주의 위대한 보물 중 하나인 센트럴 파인 배런스(Central Pine Barrens)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지속적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SPB 관리 작업에는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과밀 송진 소나무 임분(林分)을 줄이며, 

건강한 파인 배런스(Pine Barrens)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 처방(prescribed fire)이 

포함됩니다. 파인 배런스(Pine Barrens)는 롱아일랜드의 단일 자원 대수층 보호에 매주 

중요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이며,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자원 지원으로, DEC(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SPB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감염 송진 소나무 제거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면 SPB 개체가 줄어들고, 나무 간 해충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DEC는 직원을 파견하여 송진 소나무 임분(林分)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임분(林分) 감소 지역을 지정합니다. 정원 제초와 같이, 과밀하고 낮은 생장력의 

임분(林分)을 줄이는 작업은 남은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 SPB 공격에서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롱아일랜드 파인 

배런스(Pine Barrens)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증가시키려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DEC는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 확산을 늦추고 파인 배런스(Pine Barrens)의 장기적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EC는 또한 이 자금을 사용하여, 파인 배런스(Pine Barrens)의 중요한 관리 방식으로서 

화재 처방(prescribed fire)의 사용 빈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파인 배런스(Pine Barrens) 

생태계는 화재로 인해 그 구성원과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송진 소나무와 해안 배런스 

산누에나방과 같이 화재에 의존하는 종은 주기적으로 불에 타는 불모지에서 번성하며, 

인동덩굴과 매자나무와 같이, 기타 몇몇 침입종을 죽이는 데 화재의 도움을 받습니다. 

화재 처방(prescribed fire) 사용 계획의 일환으로, DEC는 지역 커뮤니티의 산불 보호를 

지원할 화재와 연료 고갈을 일으키고 복원시킵니다. 

  

또한 DEC는 2017년 여름 제 2차 SPB 커뮤니티 복구 기금(SPB Community Recovery 

Grants)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SPB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나무를 

심고, 감염된 나무를 벌목하고, 과밀 송진 소나무 임분(林分)을 감소시키며, SPB로 인해 

죽은 병든 나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자체의 고비용 나무 관리 

활동 부담을 경감시키며, 미래 녹색 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nneth P. LaVal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협상 시,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에 대응하기 위한 300만 달러 기금을 획득하려 노력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서퍽 카운티의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대응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딱정벌레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민감한 환경 지역의 나무를 

파괴하기 전에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응을 계속하면서, 딱정벌레가 숲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려 노력하면서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상원 환경보존위원회 (Senat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인 

상원의원 Tom O'M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침입종의 확산은 지역 

관광산업 경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과 수천 개의 일자리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지자체, 지역 토양 수자원 보호 지구,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와 같은 교육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로와 기타 생태계의 질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 기반 작업입니다.” 

 

하원 환경 보존 위원회(Assembly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 의장 

Steve Englebrigh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인 배런스(Pine Barrens)는 

롱아일랜드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많은 동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침입성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는 송진 소나무 서식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이번 보조금은 파인 배런스(Pine Barrens)가 롱아일랜드에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예산 협상 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DEC, 파인 배런스 위원회(Pine Barrens Commission), 타운, 빌리지, 카운티가 SPB를 

추적하고, 지도화하며 박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이 지원금으로 파인 

배런스(Pine Barrens)를 위한 중요 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Fred W. Thiele J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3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대되는 적절한 

해법입니다. 이 침입성 곤충은 롱아일랜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수천 에이커의 

소나무를 죽이는 원인입니다. 2014년, 뉴욕주 환경보존부 공무원이 롱아일랜드 파인 

배런 송진 소나무 숲 1,000에이커 부지가 소나무 딱정벌레에 완전히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인 배런스(Pine Barrens)는 이 지역 생태계의 중요 식수원 자원을 

보호합니다. 이 딱정벌레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이 특별한 생태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건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파인 배런스 협회(Long Island Pine Barrens Society) 상무이사 Richard 

Amp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전도 유망한 계획을 

수립하려 더 많은 자금과 경험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센트럴 파인 배런스 합동 기획 및 정책 위원회(Central Pine Barrens Joint Planning 

and Policy Commission, CPBC) 상무이사 John Pavacic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파인 배런스 합동 기획 및 정책 위원회(CPBC)는 DEC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SPB 관리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협력에는 감염지도 작성, 감염 억제 활동 지원, 

생태 복원 지원 작업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CPBC는 롱아일랜드 자생 식물 

이니셔티브(Long Island Native Plant Initiative)와 뉴욕주 사라토가 종묘원(NYS 

Saratoga Tree Nursery)에 보내질 송진 소나무 씨앗을 마련할 솔방울 모으기 행사의 

봉사자 모집을 포함하여, 롱아일랜드 전역의 봉사활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환경보존부의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 근절 노력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가 발견된 이래로, DEC는 이 해충을 추적하기 위해서 덫, 항공 

조사 및 지상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DEC는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공원 및 산책로 뉴욕(Parks and Trails 

NY), 서퍽 카운티 공원 및 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서퍽 카운티 내 영향권에 위치한 나무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나무 약 900그루가 추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재배치되었습니다. 추가로, DEC는 이 해충의 수를 줄이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12,500그루 이상의 해충 발생 나무와 완충 나무(buffer tree)를 제거했습니다. 나무 제거 

작업은 서퍽 카운티의 카운티 및 국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방 소나무 

딱정벌레와 DEC의 SPB 대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EC 웹사이트 

http://www.dec.ny.gov/animals/99331.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ec.ny.gov/animals/99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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