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1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민과 방문자들이 9월 25일 토요일에 무료 낚시를 즐길 수
있다고 발표

모든 수준의 낚시꾼들이 낚시에 참여할 수 있고, 연례 무료 낚시의 날 혜택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국 사냥 및 낚시의 날(National Hunting and Fishing
Day)에 맞추어, 9월 25일 토요일에 뉴욕의 올해 다섯 번째 연례 무료 낚시의 날(Fishing
Day)을 발표했습니다. 이 날은 매년 사냥, 낚시, 과녘 사격 등 야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뉴욕은 낚시꾼들에게 매년 여섯 차례 낚시의 날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보자와 경험 있는 낚시꾼 모두 다가오는 무료
낚시의 날 혜택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모든 분들이 비용 없이 스포츠를
시도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소개해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야외에서
낚시줄을 던지는 것은 뉴욕의 수많은 세계적 낚시터에서 야외를 경험하고 재충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뉴욕주에서 낚시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활동임과 동시에, 주
전체의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동력이 됩니다."
2021년 마지막인 여섯 번째 무료 낚시의 날은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에 열립니다.
무료 낚시의 날, 뉴욕주민들과 비 거주자들은 낚시 면허 없이 무료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낚시의 날, 낚시 면허 요건은 면제되지만 모든 다른 낚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낚시는 혼자서 또는 친구와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근처 연못에서 농어를 잡는 것부터, 외딴 개울에서 민물 송어를 좇는
것,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의 어떤 활동이라도, 의욕에 찬 낚시꾼이 수많은 기회를 고를
수 있으며, 무료 낚시의 날은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DEC의 낚시할 곳 웹사이트는 다음 낚시 여행을 계획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원입니다. 낚시를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낚시 초보자의 경우, 아이 피쉬
NY(I FISH NY) 초보자를 위한 민물 낚시 가이드가 낚시대 감는 법부터 입질 감지와 낚시
규정 이해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료 낚시의 날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6세 이상의 낚시꾼은 낚시를 하기 위해
유효한 뉴욕주 낚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낚시 면허는 구입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합니다. 낚시 면허 구입에 관한 상세 정보는 DEC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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