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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2월 12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립공원에서뉴욕주립공원에서뉴욕주립공원에서뉴욕주립공원에서 사냥사냥사냥사냥, 낚시낚시낚시낚시, 방문할방문할방문할방문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평생평생평생평생 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 면허면허면허면허 홍보홍보홍보홍보  

2014년년년년 평생권을평생권을평생권을평생권을 구매한구매한구매한구매한 사람에게만사람에게만사람에게만사람에게만 제공되는제공되는제공되는제공되는 9개의개의개의개의 새새새새 번호판번호판번호판번호판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공개공개공개공개 

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 기존기존기존기존 임시임시임시임시 면허면허면허면허 소유자들에게소유자들에게소유자들에게소유자들에게 통지하기통지하기통지하기통지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00만통의만통의만통의만통의 서신서신서신서신 발송발송발송발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뉴욕주립공원에 방문하여 낚시, 사냥을 

즐길 수 있는 평생 면허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뉴욕주 어드벤처 면허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및 여가 기회를 강화하고, 야외 애호가들을 지지하고, 뉴욕주에 걸쳐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주지사 자신의 노력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이 홍보 노력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I [love] NY HUNTING, I [love] NY FISHING, and I [love] NY PARKS를 포함한 9개의 새 번호판 디자인을 

갖춘 뉴욕의 야외 어드벤처 번호판(Outdoor Adventure License Plates)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2014 

년에 사냥, 낚시, 또는 공원 방문을 위한 새로운 평생 면허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또한, 평생 면허를 확보한 뉴욕 시민들은 모든 여가 면허와 관련 혜택을 자신들의 뉴욕주 운전 

면허증에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어드벤처 면허(Adventure License)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주지사가 지난 달 자신의 State of the State 법안에서 처음 소개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어드벤처 면허 및 번호판은 뉴욕주의 개선된 온라인 라이센싱 

포털www.licensecenter.ny.gov)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최근의 제공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주는 직접 우편 캠페인을 시작하고 단기 여가 면허 

소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00만통의 서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샘플 서신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uomo 주지사는 “야외 애호가와 스포츠맨들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로 뉴욕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뉴욕 시민들이 사냥, 낚시를 즐기고 나머지 여생을 보내기에 적합한 

우리의 넓은 주립공원에서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평생 뉴욕주 평생 어드벤처 

번호판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가 제작한 새 어드벤처 면허는 

뉴욕 시민들이 뉴욕주에 걸쳐 여행하며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평생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어드벤처 번호판은 올해 평생 사냥, 낚시 또는 방문을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더욱 뉴욕주의 관광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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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뉴욕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평생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대자연을 즐기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존부 국장 Joe Martens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종종 사냥과 낚시 등 여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드벤처 면허는 새로운 평생 사냥, 낚시, 트래핑 면허 

소지자들이 여러 장의 문서가 아닌 운전 면허만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관광객들과 

뉴욕 시민들이 대자연에서 여가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소 국장 Rose Harvey는 “우리의 훌륭한 공원 시스템을 통해 엠파이어 

패스포트(Empire Passport)는 가족과 친구들이 영원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평생의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335,000에이커, 2,000 마일에 달하는 산책로, 해변, 자연 

센터 및 기타 공원을 누구나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 엠파이어 패스포트 회원은 홀로 

모험에 나서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옵션을 갖습니다.” 

 

뉴욕의 평생 어드벤처 면허 시리즈는 다음을 포함한 스포츠 커뮤니티와 야외 활동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평생평생평생평생 사냥사냥사냥사냥 면허면허면허면허: 소형소형소형소형/대형대형대형대형 경기의경기의경기의경기의 경우경우경우경우 535달러달러달러달러  

평생 사냥 면허는 연간 면허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면허 소지자가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뉴욕의 장엄한 야생에 걸쳐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평생평생평생평생 낚시낚시낚시낚시 면허면허면허면허: 460달러달러달러달러  

평생 낚시 면허는 70,000마일에 달하는 강과 시내와 7,000개 이상의 호수와 연못에서 평생 

동안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면허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평생평생평생평생 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 패스포트패스포트패스포트패스포트: 특별가특별가특별가특별가 750달러달러달러달러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새 평생 엠파이어 패스포트를 한 번 구매하면 연간 면허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평생 동안 매년마다 뉴욕주립공원에서 숲, 해변, 그리고 호안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엠파이어 패스포트는 주지사의 State of the State 성명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한시적 특별 보너스로 무료 주말 캠핑, 4명의 

선수들을 위한 무료 골프 라운드 또는 $100 상당의 주립 공원 기프트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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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 번호판번호판번호판번호판: 어드벤처 번호판은 2014년에 새 평생 면허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번호판 

갱신과 함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9개의 아름다운 번호판 디자인은 사냥꾼, 낚시꾼 및 공원 

방문자들이 건 평생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제공됩니다.  

• NYS 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 면허면허면허면허: 평생 스포츠 면허, 평생 엠파이어 패스포트 및 NY 안전 보트 인증서 

소지자들은 자신들의 종이 면허를 하나의 문서인 뉴욕주 운전 면허증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면허는 스포츠맨의 평생 면허를 위한 사슴 사냥 및 낚시, 활사냥용 화살촉, 포집을 

위한 살쾡이 발, 총포용 파우더, 보트 안전 앵커에 대한 인증서, 그리고 평생 엠파이어 패스포트의 

단풍 나무를 포함한 아이콘을 특징으로 합니다. 

 

평생권을 구매하거나 이러한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웹사이트www.licensecenter.ny.gov)를 방문하십시오.  

 

Parks & Trails New York 전무이사 Robin Dropkin은 “우리 뉴욕 시민들은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우리의 사랑을 축하하는 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아름다운 

공원과 풍부한 야생 지역을 지나 이 새로운 야외 어드벤처 번호판과 함께 어디를 가든 야외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은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야외 여가는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매년 뉴욕주 경제에 11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합니다.” 

 

Jason Kemper 보존기금자문위원회 의장은 “남녀 스포츠맨들의 활동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 

확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면허를 간소화하여 수백만 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의 부화장에 대한 완전한 수리를 제공하고, 면허 서류를 오늘날 새 어드벤처 

번호판으로 간소화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다시 한 번 사냥, 낚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주 

전역에 걸쳐 덫 사냥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포츠맨 활동은 우리 경제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기 때문에 뉴욕이 우리의 산업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Open Space Institute 프로그램인 Alliance for New York State Parks의 전무이사 Erik Kulleseid는 

“Cuomo 주지사는 주립공원을 지원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 및 문화 도시, 독특한 환경 교실, 지역적 경제 요인 등 공원의 가치에 대한 주지사의 인식은 한 

때 고립되었던 주립 공원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와 부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최신 사례는 공원 및 기타 국유지에 대한 방문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어드벤처 번호판입니다.”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은 뉴욕주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Congressional Sportsmen’s 

Foundation에 따르면 남녀 스포츠맨들은 2011년 뉴욕에서 사냥과 낚시에만 4,950만달러를 

지출했고 주 전역에 걸쳐 5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에 

있는 남녀 스포츠맨들의 지출은 2011년 6억 2,300만달러의 주 및 지방세를 창출했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실은 연간 6000만 명이 방문하는 179개 주립공원과 35개 유적지를 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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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Parks & Trails New York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은 매년 19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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