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는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말 타시는 분

들은 파노라마 파크 길을 사용해서 보호구역

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멋있는    

Orange County 의 경치를 볼수있으며, 거리

에있는 싸인판들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설명

해 드립니다.이 길은 Bastanchury Road 에서 

Skyline Drive까지 가고, 보호구역 밖에서는 

Brea Boulevard까지 연결됩니다. 

   파노라마 파크 길 

자연토지 관리 센터, CNLM 는 California 주 

와 Washington 주에 여러곳의 보호구역들을 

관리하고있는 비영리 개인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

여 자연을 지킵니다. CNLM 은 conservation 

easement (개인 소유의 땅을 맡아서 관리하

는 규정) 를 통하여 코요테 힐즈 동부  보호

구역을 지킵니다.  

760-731-7790 

www.cnlm.org 

 

Coyote Hills 
East Preserve 

California gnatcatcher (male)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전화나 이

메일을 통해 알려주세요: (760) 731-7790 or 

email: info@cnlm.org 

코요테 힐즈 동부 

보호구역 

자연토지 관리 센터  

파노라마 파크 길 



서식지와 야생 동물들 

코요테 힐즈 동부 보호구역 

 

코요테 힐즈 동부  보호구역은Unocal Land 

and Development Company 가 이 지역를 개발

하면서 자연을 보존하는 규정에 따라 지정되었

습니다. 이 규정은  멸종되어 가는 gnatcatcher

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에 Fish and 

Wildlife Service 와  California 주에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에서 이 골프장과 근처에 있

는 주택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서식지

를 만들어 줄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자연토

지 관리 센터, CNLM,이 2004도 부터 이 보호

구역을 관리합니다. 이땅에 살고있는 생물들이 

계속 지킴을 받고 이 땅들이 보존되게CNLM은  

conservation easement (개인 소유의 땅을 맡아

서 관리하는 규정)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역사 

Sage scrub 서식지 

California gnatcatcher (female) 

이 보호구역에 사는 모든 식물들과 야생동물들

은 나라에 법으로 보호하고있습니다. 이 구역에 

허락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CNLM

직원들에게만 입

장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골프장 

옆에 있는 땅도 포

함됩니다 (지도에 

더 자세히 볼 수 있

습니다.) 사람들이 이 곳에 들어가면 새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며, 알을 부화하는데 방해가됩니

다. 그리고 세이지 스크럽이 자라지 못하개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에 

침입하는 일들은  Endan-

gered Species Act 법을 위반

하는 것으로 $12,000 까지 벌

금과 또 감옥형을 받을 수 있

습니다. CNLM은  Conserva-

tion Easement Boundary 지역에 설치된 싸인들

에 (out of play) 따라서 골프장 손님들과 또 직원

들께서 보호구역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보호구

역에 금지된 활동들 중에는 골프 공을 찾으러 

들어오고나, 풀 깍는 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은 이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Yellow Warbler 
   Photo © by Mark Chappell 

규칙 및 규정 

Conservation 

Easement

Please do not disturb 

the plants or wildlife.

BOUNDARY

이 보호구역에 있는 땅들은 주로sage scrub 과 

물이 흐르는 곳들입니다. Sage scrub에서 자라

는 샐비어와 메밀과 잡초들은 California gnat-

catcher의 먹이로 다른 서식지에서는 살수 없습

니다.  이 보호구역에 살고있는 약 30쌍의 gnat-

catcher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Gnatcatcher들이 집을 sage scrub에 만들고 그 

꽃들에서 사는 파리들을 잡아 먹으며 살고있습

니다.  

Gnatcatcher 뿐만 아니고 이 보호구역에는 여

러가지 멸종되어가는 새들을 찿을 수 있습니다

- Bell’s vireo, yellow warbler, red-shouldered 

hawk또 다른 새들이 이곳에 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