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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낚시 시즌 연장 및 서부 뉴욕으로의 낚시 경험 개선 발표  

  

온타리오(Ontario) 호수 지류, 이리 운하(Erie Canal)에서 증가된 물 흐름을 받아 산란 
조건 개선 및 낚시 기회 향상  

  
물 방출 시작 일정을 알리는 새로운 웹사이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가 낚시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적인 낚시 목적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가을 이리 운하에서 서부 뉴욕의 온타리오(Ontario) 호수 지류까지 규제된 물 방출량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2년차에 접어든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의 Reimagine Canals 이니셔티브를 통한 시범 프로그램은 먼로(Monroe), 

올리언스(Orleans) 및 나이아가라(Niagara) 카운티의 산란 조건을 개선하고 낚시 

기회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을 늘리고 지역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력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부 뉴욕은 이미 미국 내에서 최고의 어업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Reimagine Canals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을낚시 프로그램은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부터 처음으로 낚싯줄을 

치는 사람에 이르는  

낚시꾼들을 위해 지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이리 운하를 환상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뉴욕 북부 지역은 이러한 고유한 어업 기회를 통해 인근과 멀리서 

훨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역 및 주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순까지,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는 

이리 운하에서 먼로(Monroe), 올리언스(Orleans) 및 나이아가라(Niagara) 카운티 

최고의 하천인 Oak Orchard Creek, Sandy Creek 및 2021년에 새로 추가된 

Eighteenmile Creek으로 규제된 물 방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와 12월 초에는 

Oak Orchard, Sandy, Eighteenmile, Johnson, Salmon Creeks를 포함한 

온타리오(Ontario) 호수의 모든 지류가 더 높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https://www.canals.ny.gov/Fall_fishing/index.html


이러한 상승 지류는 물고기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낚시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갈색 송어, 강철 머리 연어, 대서양과 태평양 연어들이 이 

개울을 따라 올라오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서부 뉴욕의 낚시 기회의 지속적인 증진의 일환으로, 운하관리공사(Canal 

Corporation)는 낚시꾼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증가하는 물 방출이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랜딩 페이지에는 물 방류 일정과 공공 

낚시 장소에 대한 링크, 일반 낚시꾼과 심각한 낚시광을 위한 추가 자원과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il C. Quiniones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낚시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리 운하가 

계속해서 업스테이트와 웨스턴 뉴욕을 가로지르는 경제 활성화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NYPA는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운하 시스템이 뉴욕 경제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 책임자인 Brian U. 

Strat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하 항해 시즌이 가까워짐에 따라, 낚시꾼과 관광객, 

서부 뉴욕의 운하 주변 기업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을 낚시 

시즌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요 지류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늘림으로써 

낚시꾼들은 다시 한 번 긴 낚시 철과 더 나은 낚시 기회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서부는 주에서 가장 훌륭한 낚시 성공 사례의 

본고장이고 해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 번 큰 어획물을 찾아 이 특별한 지역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낚시꾼들이 

뉴욕 서부 해역에 줄을 지어 낚시와 함께 오는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이 긴 시즌을 

이용하기를 권합니다."  

  

가을 낚시 프로그램은 NBC 스포츠 쇼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작년의 성공적인 시범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게속되고 있습니다. "물에서 즐기는 낚시 경험(On the Water's 
Angling Adventures)." 2020년 처음으로,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에 의한 이리 운하의 연간 배수 프로젝트는 레크리에이션 낚시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운하관리공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https://www.canals.ny.gov/Fall_fishing/index.html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f9c9b30-c007a277-9f9e6205-000babd9fa3f-29d502653914a11f&q=1&e=d1945a00-14ff-451e-879e-24d8e12fb9ee&u=https%3A%2F%2Fwww.onthewater.com%2Fvideo%2Ffishing-historic-upstate-new-yor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9f9c9b30-c007a277-9f9e6205-000babd9fa3f-29d502653914a11f&q=1&e=d1945a00-14ff-451e-879e-24d8e12fb9ee&u=https%3A%2F%2Fwww.onthewater.com%2Fvideo%2Ffishing-historic-upstate-new-york
https://www.canals.ny.gov/Fall_fish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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