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년 블랙배스 낚시 시즌 개시 발표  

 

6월 17일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지속되는 큰입우럭과 작은집우럭 시즌 

 

뉴욕의 18억 달러 규모 스포츠 낚시 산업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큰입우럭과 작은입우럭를 포함한 블랙배스의 낚시 

시즌이 6월 17일 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인기있는 민물 낚시 

대상인 블랙배스 낚시 시즌은 늘어나는 스포츠 낚시 산업과 매년 약 18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역과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낚시터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6월 17일 

시작되는 블랙배스 낚시 시즌을 통해, 저는 낚싯줄을 드리우면서 모든 분들이 올해 

즐기실 수 있는 뉴욕의 멋진 야외 활동을 모두 경험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2016년의 배스마스터 매거진(Bassmaster Magazine)은 레이크 이리(Lake Erie) (1번),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s) (4번), 레이크 챔플레인(Lake Champlain) (8번), 

오네이다 레이크(Oneida Lake) (11번), 카유가 레이크(Cayuga Lake) (12번), 셔터쿼 

레이크(Chautauqua Lake) (20번) 등을 포함하여 동북부 지역 최고의 배스 호수(Best 

Bass Lakes) 25 곳을 꼽으면서 뉴욕의 수역을 6 곳 열거했습니다. 또한 2016 년 이리 

호수(Lake Erie)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좋은 배스 호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욕의 전통적인 배스 낚시 시즌은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작되어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12월 1일부터 6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는 뉴욕주 대부분 지역에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일부 수역에서는 지켜야 할 물고기 최소 길이 

제한 및 일일 낚시량 제한 규정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은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낚시 규정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블랙 배스는 가장 활동적인 물고기 

http://www.dec.ny.gov/outdoor/7917.html


어종에 속하기 때문에 스포츠 낚시로 도전해 볼만합니다. 배스 낚시는 뉴욕의 수역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뉴욕 오픈 사냥 및 낚시 

프로그램(NY Open for Hunting and Fishing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좋은 환경 속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수산 생물 학자들은 2012년 이후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배스 번식량 

평가 조사를 수없이 많이 실시했습니다. 크고 작은 수역에서 3 파운드에서 5 파운드 

사이의 크기의 건강한 배스들이 수집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뉴욕시를 포함하여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의 낚시 체험이 권장되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55 에이커 규모의 프로스펙트 파크 레이크(Prospect Park Lake)에서 3 파운드 짜리 

배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입우럭과 작은입우럭은 양쪽 모두 뉴욕주 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낚시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7,500 곳 이상의 호수와 연못 그리고 

7만 마일 길이의 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와 더불어 각 지역의 낚시 시즌에 관한 

완전한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작은입우럭 

작은입우럭은 낚시 바늘에 낚였을 때 싸우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지역 내에서 최고의 

스포츠 낚시 물고기라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작은입우럭은 시원하고 맑은 호숫가와 

바닥에 자갈이나 바위가 깔려 있거나 적당히 수초가 자라고 있는 시냇물을 좋아합니다. 

다 자란 작은입우럭은 일반적으로 주위에 바위가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또는 

물속에 잠겨있는 통나무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입우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큰입우럭 

사촌들만큼 많은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큰입우럭은 이 물고기가 

선호하는 서식지 때문에 낚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입우럭은 연못의 따뜻하고 

얕으며 수초가 많은 지역과 완만한 시냇물에서 잘 자랍니다. 큰입우럭은 수초가 

빽빽하게 밀집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며 또는 나무 그루터기, 통나무, 부두의 

말뚝과 같이 나무가 잠겨있는 곳 근처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큰입우럭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환경보존부(DEC)의 생물 학자들이 최근에 수집한 3 파운드에서 5 파운드 크기의 배스가 

서식하는 수역 목록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환경보존부(DEC)의 최근 배스 조사 결과가 

담긴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수생 침입종 및 어류 질병의 확산 예방 

보트를 타는 분들은 모든 공개 수역에 보트를 띄우기 전에 눈에 보이는 동식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보트 안의 물을 빼내는 등의 보트, 트레일러,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관해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보존부(DEC)의 배를 띄우는 위치에 대한 추가 규정은 

http://www.dec.ny.gov/outdoor/57276.html
http://www.dec.ny.gov/outdoor/7749.html
http://www.dec.ny.gov/animals/94648.html
http://www.dec.ny.gov/animals/94646.html
http://www.dec.ny.gov/outdoor/110408.html


보트 타는 사람이 보트 여행을 마치고 배를 띄운 지점을 떠나기 전에 보트와 관련 장비를 

청소하고 보트 안의 물을 배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낚시꾼과 보트 타는 사람들은 보트 

타기 또는 낚시 여행 전후에 이러한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생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있는 

침입성 식물 및 동물 종 (디디모(didymo) 및 얼룩무늬 홍합)과 어류 질병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iral Hemorrhagic Septicemia) 및 선회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낚시 장비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방법은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의 수생 침입종 확산 

예방(Prevent the Spread of Aquatic Invasive Species)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낚시 면허 요건 

낚시하러 가기 전에 현행 낚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뉴욕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의 낚시꾼은 누구나 유효한 뉴욕주 낚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낚시 면허는 이제 구입일로부터 365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에서의 낚시를 그 어느 때 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 뉴욕주는 2014년에 거주자 

및 비거주자 낚시꾼 모두에게 면허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면허 구입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낚시꾼들은 뉴욕 라이센스 센터(NY License Center) 웹사이트를 통해 

자택의 컴퓨터로 자신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인쇄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1-866-933-2257로 전화하여 자신의 면허를 구입하거나 또는 주 전역의 

다수의 면허 발급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 구입하는 분들은 즉각 낚시할 

수 있는 확정 번호를 받을 것입니다. 

 

평생 낚시 면허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뉴욕주 모험 면허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뉴욕주 운전 면허에 통합되며 무료의 낚시 테마 번호판을 

제공합니다. 

 

뉴욕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낚시 및 사냥 프로그램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뉴욕 오픈(NY Open)의 일환으로, 환경보존부 (DEC)의 물고기 

부화장 시스템과 수로 접근 시설에서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이후 

부화장 개선을 위해 NY Works 기금에 1,400만 달러가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에 

완공된 프로젝트에는 초토게이 부화장 (Chateaugay Hatchery)의 양식어 양육 궤도 설치, 

사우스 오트셀릭 부화장 (South Otselic Hatchery)의 연못 개보수 및 새로운 비상 발전기 

설치, 새먼 리버 부화장 (Salmon River Hatchery)의 “양돈업 (pigging)”으로 인한 주요 

급수관 청소, 롬 부화장 (Rome Hatchery)의 새로운 물과 폐수 배관 및 밸브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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