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2년 9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9월 24일 토요일 무료 낚시 행사에 뉴욕 주민과 방문객 초청  

  

모든 수준의 낚시 애호가는 무료로 낚시에 참여해 민물 낚시 체험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9월 24일 토요일을 뉴욕주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로 

발표했습니다. 무료 민물 낚시의 날은 전국 사냥 및 낚시의 날(National Hunting and 

Fishing Day) 에 맞추어 매년 진행되는 여섯 개의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날은 뉴욕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낚시 및 야외 활동을 장려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빌론에서 버펄로까지, 무료 낚시의 날은 뉴욕 

주민이 뉴욕주의 다양한 세계적인 낚시터에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 무료 낚시의 날 행사를 이용해 모든 분들이 뉴욕의 지방 경제를 지원하고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의 폭넓은 보존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에 뉴욕주민들과 비 거주자들은 낚시 면허 없이 

무료로 민물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낚시의 날, 낚시 면허 요건은 면제되지만 모든 

다른 낚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2022년 마지막 무료 낚시의 날은 

2022년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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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연중 무료 낚시의 날 행사를 열어 

낚시를 소개합니다. 헌트피시 뉴욕 스마트앱을 탑재한 새로운 태클 박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DEC는 모든 수준의 낚시 애호가들이 다양한 지역의 호수, 강, 하류 

등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초, DEC는 오늘 신규 및 기존 낚시 애호가들이 뉴욕 전역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낚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주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태클 박스(Tackle Box)'를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태클 박스는 DEC의 

헌트피시뉴욕(HuntFishNY) 스마트폰 앱(iOS 및 안드로이드 지원)에 추가되는 기능으로, 

한 번에 모든 뉴욕주 낚기 규정, 수역, 주정부 운영 낚시 허용 장소, 정보 저장를 비롯해 

특정 강, 호수 등에서 쉽게 보이는 어종 등 기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트피시뉴욕 모바일 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DE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hfday.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r01%2FZzpmDszOkn06SJQ2xkVpFB%2F54uv9OLQ0RujoN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nhfday.org%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r01%2FZzpmDszOkn06SJQ2xkVpFB%2F54uv9OLQ0RujoN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89821.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Fo8H1eWZyA%2BG8250Hx8sqTHkjhGDzufEFPgyKQnvC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96470.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9r9PyEIGheGYr7KX0Svm8Ksw4RPqlgpXtcFQDLw8wt0%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96470.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9r9PyEIGheGYr7KX0Svm8Ksw4RPqlgpXtcFQDLw8wt0%3D&reserved=0


  

DEC의 낚시할 곳(Places to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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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 낚시를 하기 

위해 유효한 뉴욕주 낚시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낚시 면허는 구입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합니다. 민물 낚시 면허 구입에 관한 상세 정보는 DEC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위해 필수적인 무료 여가 해양 낚시 

등록부(Recreational Marine Fishing Registry)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절차와 민물 낚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 낚시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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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7749.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pgHEtDvEJ2V%2BJueqvA8QjeIqfLVB1Vd5WqHS8647Js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98506.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4voliMaFGUaJ2XCTvrHFsvfQ2sxDC5m3DpbmUFWVC6c%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permits%2F6091.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qfvCsC2u9P1Wm7bs1l5K%2FN5Jerk%2BWeV5AbSOZIJZX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permits%2F54950.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4H2ujQHxOCRzoRfmaqlftFmrYKI4xph6rrIArKN7RM%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fishing.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iwJTSMSzcugkRCtxCF0A7PO9%2B2emg5vsOuIpiI9%2Fv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dec.ny.gov%2Foutdoor%2F7755.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foC6GGXB2egFuVn0YqSetzgHzIVFdTHpvI8m7chbcFo%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9a26af5920da495bb6e208da9cbaa629%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9462272283155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J7E4wICiu4BjCwnjuQHR8QNXuCTvB8MUZP2hygdz1DY%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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