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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사냥사냥사냥사냥 및및및및 낚시낚시낚시낚시 인허가인허가인허가인허가 비용비용비용비용 감축감축감축감축 계획과계획과계획과계획과 함께함께함께함께  “뉴욕은뉴욕은뉴욕은뉴욕은 낚시와낚시와낚시와낚시와 사냥을사냥을사냥을사냥을 허가한다허가한다허가한다허가한다”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고고고고 발표발표발표발표  

 

변화는변화는변화는변화는 뉴욕이뉴욕이뉴욕이뉴욕이 최고의최고의최고의최고의 스포츠스포츠스포츠스포츠 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지역으로 부상하는부상하는부상하는부상하는 데데데데 도움이도움이도움이도움이 될될될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관광 기회를 지원하고 스포츠 애호가들이 뉴욕주 전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냥과 낚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비용을 줄이는 계획과 함께 

뉴욕에서 낚시와 사냥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3-2014년 실행 예산의 30일 

개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수많은 수렵민, 낚시꾼, 덫사냥꾼이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뉴욕의 어류 및 야생 동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 계획으로 현재 인허가 구조가 간소화되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렵민, 낚시꾼, 

덫사냥꾼을 비롯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에 따라 인허가 수를 대폭 줄이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허가 소지자를 비롯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인허가 소지자가 지불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2013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무료 바다 낚시 등록이 영구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낚시와 사냥은 뉴욕주에 레크리에이션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스포츠 커뮤니티를 통해 뉴욕주의 관광 산업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81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이 발생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더 많은 뉴욕 시민과 방문객이 뉴욕의 풍요로운 

스포츠 전통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는 사냥 및 낚시 인허가 수, 유형 및 잠재적 결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뉴욕주의 비용이 여러 인접 지역과 비슷한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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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수를 11로 줄이고 현재 사냥과 낚시에 대한 모든 허가 및 기회를 유지합니다 

•  사냥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29달러에서 22달러로 24% 줄입니다 

•  낚시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29달러에서 25달러로 14% 줄입니다 

•  낚시 인허가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거주자 인허가 구조와 동일한 타지역 거주자 인허가 구조를 마련합니다 

•  공인 덫사냥꾼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덫 사용 허가를 사냥 인허가에 

포함시킵니다 

•  신참 덫사냥꾼 및 덫사냥꾼 멘토 기회를 유지합니다 

•  타지역 거주자의 사냥 및 낚시 인허가에 대한 비용을 줄여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냥꾼을 더 많이 유치합니다 

•  청소년, 고령자, 상이 군인 및 북미 원주민에 대해 할인된 인허가 비용을 

유지합니다 

인허가인허가인허가인허가 현재현재현재현재 제안됨제안됨제안됨제안됨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거주자거주자거주자거주자 

연간 낚시 인허가 29달러 25달러 

연간 사냥 인허가 29달러 22달러 

연간 활 사냥 허가 21달러 20달러 

연간 전장총 허가 21달러 11달러 

다른다른다른다른 주주주주 거주자거주자거주자거주자 

연간 낚시 인허가 70달러 50달러 

연간 사냥 인허가 140달러 100달러 

연간 활 사냥 허가 140달러 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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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장총 허가 140달러 30달러 

1일 칠면조 사냥 50달러 20달러 

1일 낚시 15달러 10달러 

과거 낚시 인허가는 구매한 날부터 해당 시즌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했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인허가를 구매한 낚시꾼은 1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새 계획이 

시행되면 낚시꾼은 인허가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1년 전체에 걸쳐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작은 사냥감과 큰 사냥감 모두를 단일 사냥 인허가로 

통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 거주자 인허가와 동일한 타지역 거주자 인허가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바다 낚시 등록이 영구적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다 지역에서 낚시하는 낚시꾼은 10달러 짜리 

허가증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바다 낚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Joe Martens 뉴욕주 환경 위원회 위원은 “수렵민과 낚시꾼은 뉴욕주의 환경 보호 

커뮤니티의 근간으로서 뉴욕주의 서식지, 삼림지 및 수로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에 힘입어 사람들은 더 간단하게 인허가를 구매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냥과 낚시를 하러 뉴욕에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 및 낚시 커뮤니티가 

즐기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DEC의 노력으로 기존의 보트 선착장을 원상 회복하는 사업과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 모두가 상당한 진척을 보였습니다. 2013년 보트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온타리오호의 Chaumont Bay와 Point Peninsula Isthmus, Fort Edward의 Upper Hudson River, 

Plattsburgh시의 Champlain 호수, Allegany 카운티의 Cuba 호수 선착장 등 보트 선착장 

5곳이 개장할 것입니다. Saratoga 카운티의 Round 호수에 있는 보트 선착장 건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Raquette강의 “Crusher” 보트 선착장 전체 업그레이드와 Schroon 레이크의 Horicon 선착장 

램프 연장은 중요한 보트 선착장 원상 회복 작업입니다. 하류 Saranac 레이크의 Second 

Pond 보트 선착장 확장, Champlain호의 페루 보트 (Peru Boat) 선착장 부지 보수, Northville 

선착장 램프 복원, Saratoga 카운티의 새로운 선착장 건설, Great Sacandaga호 양쪽 

선착장은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뉴욕의 입지가 뉴욕 거주자 수렵민과 타 지역 거주자 수렵민 

모두를 위한 장소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1년 낚시, 사냥 및 야생 동물 관련 

레크리에이션 국가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야생 동물 관련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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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16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 약 9천만 명에 달합니다. 야생 동물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활동에 약 1450억달러를 소비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낚시꾼 약 188만명, 사냥꾼 약 823,000명으로 수렵민 및 낚시꾼 인허가에 

있어 거의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꾸준한 활동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2011년 뉴욕은 낚시 관련 활동에 관한 낚시꾼 총 지출은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타지역 거주자 낚시꾼 지출은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출을 통해 약 

1억 800백만 달러의 조세 및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2011년 뉴욕은 수렵민 지출에 대해 전국 4위를 기록했으며 약 2억 9000만 달러의 조세 빛 

지방세를 거둬들였습니다. 뉴욕은 총 거주자 수렵민 수에 대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애호가를 지원하는 한편, 이 계획은 환경 보전 기금이 재정 계획(주 회계 연도 

2018-2019)에 힘입어 파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뉴욕은 사냥과 낚시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은 앞으로 몇 달 간 환경 보호 단체와 면밀히 협력해 사냥 및 낚시 지역를 보완하고 

야생 동물 서식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Jason Kemper 환경 보호 기금 자문 위원회 회장은 “환경 보호 기금 자문 위원회는 이 

주지사가 스포츠 인허가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러한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을 

감축하겠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CFAB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뉴욕주에서 사냥, 낚시, 덫사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뉴욕주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nce Robson 뉴욕주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 위원회 회장은 “기존의 인허가 구조 

단순화와 해당 스포츠 분야에 대한 비용 감축을 환영합니다. 이 계획에 힘입어 사냥, 낚시 

및 덫사냥을 더욱 경제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어류, 야생 동물 및 서식지 관리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huck Parker 뉴욕주 환경 보호 위원회 회장은 “뉴욕주 환경 보호 위원회 회장의 자격으로 

받은 피드백을 통해 DEC와 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시하고 환경 보호 기금 자문 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인허가 구조 시스템 단순화 계획을 환영한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단순해진 

인허가 비용 시스템으로 수렵민, 낚시꾼, 덫사냥꾼의 참여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뉴욕 

환경 보호 기금에 매우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것이므로 수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n Urban 연어 및Trout Unlimited, Catskill산맥 장회장은 “ 주지사의 계획으로 비용이 

줄어들고 인허가 과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모든 낚시꾼들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의 수중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증가할 것입니다. 뉴욕주에는 위대한 자연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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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계획은 사람들이 뉴욕에 와서 뉴욕을 경험하기를 독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r8 Lakes Fishing Adventures의 선장이자 소유자인 Tom Marks는 “이 주지사의 계획은 

관광 산업에 매우 훌륭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뉴욕주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의 어류와 야생 동물을 황금 광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계획은 

뉴욕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Turner Oswego 카운티 지역 사회 개발, 관광 및 계획담당 이사는 “전 세계 

방문객에게 영감을 주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Oswego 카운티와 뉴욕주는 축복받은 

곳입니다. 인허가 체계 단순화와 비용 감축을 통해 방문객은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연간 낚시 인허가 구매일 계획은 뉴욕주 전체에 걸쳐 낚시꾼의 

활동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주지사와 DEC가 야외 활동 애호가가 

뉴욕주에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쉽게 만들고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계획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SFMC에 뉴욕 대표로 파견된 Rocket Charters NY선장이자 Kingsborough Community 

College에서 해양 기술 이사로 활동하는 Tony DiLernia는 “무료 바다 낚시 등록을 

영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의 발표는 바다에서 즐기는 낚시를 비롯해 인생에서 

무언가는 무료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뉴욕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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