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로운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과 8월 1일에 판매가 

시작되는 2017-18 시즌 사냥 및 덫사냥 면허(2017-18 HUNTING AND TRAPPING 

LICENSES)에 대해 발표  

  

Cuomo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을 지원하는 이벤트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전의 주말, 전국 사냥 및 낚시의 날(National Hunting and 

Fishing Day), 재향 군인의 날(Veterans Day)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저녁과 주말에 사냥꾼과 덫사냥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보존부(DEC)의 콜 

센터 시간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향 군인의 날(Veterans Day),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 전의 주말, 9월의 네 번째 토요일인 전국 사냥 및 낚시의 날(National 

Hunting and Fishing Day) 등을 뉴욕에서 스포츠 낚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무료 스포츠 낚시의 날(free sport fishing days)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에 뉴욕 주민과 비거주자는 낚시 면허 없이 무료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2017-18 시즌을 위한 스포츠 면허 및 사슴 관리 

허가증(sporting licenses and Deer Management Permits)을 8월 1일 화요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뉴욕에서 사냥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개선하고 야생 동물과 야생 환경에 유익하도록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은 미국 최고의 낚시터와 사냥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좋은 야외 활동 기회를 즐기기 위해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을 이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스포츠 면허 및 사슴 관리 허가증(sporting licenses and Deer Management Permits)은 

환경보존부(DEC)의 모든 면허 발급 기관에서 전화(866-933-2257) 또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냥 및 덫사냥 면허(Hunting and trapping licenses)는 2017년 9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연간 낚시 면허(annual fishing licenses)는 구입일로부터 

365일 동안 유효합니다. 모든 스포츠 면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야생 어류 종 및 

그 어류 종의 서식지를 보호, 보존,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을 직접 지원합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회 스포츠맨 재단(Congressional Sportsmen’s 

Foundation)에 따르면 남녀 스포츠맨들은 2011년 뉴욕에서 사냥과 낚시에 

495,000만달러를 지출했고 이 덕분에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5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냥꾼과 낚시꾼들의 지출을 통해 2011년에 뉴욕주는 

주정부세 및 지방정부세로 62,3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주지사는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관리, 보호,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2,1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주민들이 쉽게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련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진수대, 조류 관찰 지역, 산책로, 사냥용 

위장장치 등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어류 부화장에 대한 중요한 업그레이드 및 

개보수 공사와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약 38만 에이커의 기존 뉴욕주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50 개 이상의 새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저희는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주립 공유지와 풍부한 어류 및 야생 동물 자원이 가득한 세계적 수준의 사냥터 및 

낚시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의 

무료 주말 낚시의 날에 더하여 이 새로운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은 오대호(the 

Great Lakes)와 레이크 챔플레인(Lake Champlain) 지류에서 즐길 수 있는 송어와 연어 

낚시를 포함하여 뉴욕에서 얼음 낚시와 최고의 가을 낚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뉴욕주에서 즐길 수 

있는 사냥과 낚시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보존 기금 자문위원회(Conservation Fund Advisory Board)의 Jason Kemper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 사냥, 덫사냥 등을 홍보하고 

이러한 유서 깊은 전통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C)의 Seggos 커미셔너님이 쏟는 많은 관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은 낚시 초보자들에게 스포츠 낚시를 

소개하는 일에 도움이 되며, 뉴욕주에서 차세대 환경보호 활동가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http://www.dec.ny.gov/permits/95448.html
https://decals.dec.ny.gov/DECALSCitizenWeb/citizenhome.htm


뉴욕주 보존 협의회(NY State Conservation Council)의 Chuck Park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환경보존부(DEC)가 낚시 및 사냥을 예전보다 더 많이 

장려한 덕분에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이 주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남녀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을 더 지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낚시와 

사냥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2014년 6월, Cuomo 주지사는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ew York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의 한 구성요소로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무료 이벤트를 통해 이 스포츠의 

초보자들도 면허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새로운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은 오대호(the Great Lakes)와 레이크 챔플레인(Lake Champlain) 

지류에서 즐길 수 있는 송어와 연어 낚시를 포함하여 뉴욕에서 얼음 낚시와 최고의 가을 

낚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프로그램 외에도,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을 통해 이제 단체와 그룹들이 개별적인 무료 낚시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환경보존부(DEC)와 뉴욕주 전 

지역의 다른 단체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낚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7년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http://www.dec.ny.gov/outdoor/27123.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참가자들은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의 경우 

낚시 면허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낚시 규제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s)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s)은 2017년 10월 1일까지 모든 면허 발급 

창구,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슴 무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s)은 판매 시점에 임의 선정 

절차(random selection process)를 통해 발급됩니다. 선정된 신청자는 즉시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전체 

신청 기간 동안 공평하게 유지됩니다. 사냥꾼들은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 신청을 판매 첫날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에 각 야생 동물 

관리부(Wildlife Management Unit)로부터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될 기회는 온라인, 면허 발급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또는 

사슴 관리 허가 직통전화(Deer Management Permits Hotline) 1-866-472-4332로 

http://www.dec.ny.gov/outdoor/27123.html#_blank
http://www.eregulations.com/newyork/fishing/statewide-angling-regulations/#_blank


전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사슴 관리 허가증(Deer Management Permit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보존부(DE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냥 및 덫사냥 규정 가이드(Hunting & Trapping Regulations guide)는 관련 

규칙과 규정에 대한 읽기 쉬운 개요서입니다. 이 가이드는 8월에 모든 면허 발급 창구와 

환경보존부(DEC)의 사냥 규정 웹페이지(Hunting Regulations webpage)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은 환경보존부(DEC)의 온라인 라이센스 센터(online License 

Center)나 환경보존부 콜 센터(DEC Call Center) 1-866-933-2257로 연락하여 면허 발급 

에이전트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또한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운동을 즐기는 남녀 

주민들과의 의사 소통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허 구입자는 

면허를 구입할 때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 환경보존부(DEC)는 

추가 사냥, 덫사냥 또는 낚시 기회, 계절별 일자 또는 가방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박한 법률 또는 규정 및 면허 갱신 통지를 면허 소지자에게 알리기 위한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확보하게 됩니다. 환경보존부(DEC)는 어류 및 야생 동물 

프로그램(fish and wildlife programs)으로 간주되는 조치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관리 프로그램(management program)에 관해 사냥꾼, 덫사냥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때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허 구입자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며 이메일은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환경보존부(DEC)가 

사용하게 됩니다.  

  

콜 센터(Call Center) 시간 연장  

 

2017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2017년 9월 30일 토요일까지 환경보존부 콜 센터(DEC 

Call Center)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콜 센터(call center)의 정상적인 평일 근무 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은 10월 2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면허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항목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완전한 연락처 정보 (예: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환경보존부(DEC) 고객 ID 번호(적용될 경우),  

 거주 증명서 (예: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아니지만 유효한 뉴욕주 주소가 

있는 신분증),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 유효한 시용 카드.  

  

만약 아직 환경보존부(DEC)의 자동 면허 발급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일반인들은 

사냥 또는 덫 설치 교육 인증(hunter or trapper education certification)에 대한 증거 또는 

모든 사냥 및 덫사냥 허가증(hunting and trapping license)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http://www.dec.ny.gov/outdoor/6403.html
http://www.dec.ny.gov/outdoor/28182.html
http://licensecenter.ny.gov/
http://licensecenter.ny.gov/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의 일반 스포츠 면허 정보(General 

Sporting License Information)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기타 프로그램:  

  

무료 스포츠맨 교육 훈련 과정(Sportsmen Education Training Courses) 제공  

 

환경보존부(DEC)는 무료 스포츠맨 교육 훈련 과정(sportsmen education training 

courses)을 제공하기 위해 수천 명의 전문 공인 강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교육(Hunter Education), 활 사냥꾼 교육(Bowhunter Education), 덫사냥꾼 

교육(Trapper Education), 물새 식별(Waterfowl Identification) 등의 과정이 제공됩니다. 

과정들이 신속하게 마감되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다면 빨리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들은 연중 내내 추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찾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자주 

확인하십시오. 가까운 사냥꾼 또는 덫사냥꾼 과정을 찾기 위해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의 스포츠맨 교육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환경보존부(DEC) 

사무국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냥꾼과 덫사냥꾼들을 위한 기회  

 

뉴욕의 차세대 사냥꾼 육성을 위해 환경보존부(DEC)는 멘토와 함께 하는 청소년 사냥꾼 

및 덫사냥꾼 프로그램(Mentored Youth Hunter and Trapper Program)을 통해 사슴, 야생 

칠면조, 꿩, 물새 등을 사냥하기 위한 특별한 청소년 사냥터를 지정함으로써 청소년 

사냥꾼(면허 소지자 연령 12세-15세)과 청소년 덫사냥꾼(면허 소지자 연령 12세 

미만)을 위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청소년 사냥꾼과 덫사냥꾼들은 

경험이 풍부한 성인 사냥꾼과 함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냥 및 덫사냥 공동체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와 청소년 사냥꾼 및 덫사냥꾼들을 위한 기타 기회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우표(Habitat Stamps)와 트레일 서포터 패치(Trail Supporter Patch)  

 

환경보존부(DEC)는 모든 야외 활동 애호가들에게 서식지/입장 우표(Habitat/Access 

Stamp) 또는 트레일 서포터 패치(Trail Supporter Patch)를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우표 및 패치를 통해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주 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낚시와 야생 

동물 관련 레크리에이션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차량이 다니지 않는 트레일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5 달러 가격의 우표나 패치를 사거나 또는 환경 보호 

기금(Conservation Fund)에 직접 기부하는 일은 뉴욕의 풍부한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뉴욕주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강화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사슴고기 기부 프로그램(Venison Donation Program)  

http://www.dec.ny.gov/permits/95452.html
http://www.dec.ny.gov/permits/95452.html
http://www.dec.ny.gov/outdoor/7860.html
http://www.dec.ny.gov/outdoor/52495.html


 

누구나 모든 면허 발급 창구에서 사슴고기 기부 프로그램(Venison Donation Program)에 

기부함으로써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 달러 이상 기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면허 판매 에이전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1999년 이후, 이 기금은 사슴고기 기부 연합(Venison Donation 

Coalition)이 280만 끼 식사에 해당하는 330 톤 이상의 영양가가 높은 사슴 고기 가공에 

사용했습니다. 사슴고기 기부 연합 프로그램(Venison Donation Coalition program)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환경보존부(DEC)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www.dec.ny.gov/outdoor/8351.html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