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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수렵수렵수렵수렵, 낚시낚시낚시낚시, 하이킹하이킹하이킹하이킹 및및및및 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레크레이션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더더더더 많은많은많은많은 야외야외야외야외 레크레이션을레크레이션을레크레이션을레크레이션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접근점접근점접근점접근점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사냥꾼, 낚시꾼, 탐조자 및 기타 야외 애호가들을 뉴욕주 전역에 

있는 380,000 에이커의 주소유 미개발 토지에 연결하는 50건의 새로운 야외 접근 프로젝트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 접근점들을 위해 사냥 및 낚시, 보트 출범과 새 하이킹 기회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에 600여만 달러가 투입될 것입니다. 

 

“뉴욕주의 아름다운 땅 중 더 많은 곳의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너무 오랫동안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없었던 레크레이션 기회가 열릴 것 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야외 활동 종목이 풍부해지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며, 

뉴욕주가 레크레이션 목적지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들은 모든 연령 및 능력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름다운 자연 지역과 

광범위한 활동 및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냥터, 보트장, 낚시터와 하이킹 트레일 이외에 기존 

레크레이션 트레일 접근 개선, 추가 주차장, 트레일 지도, 간판 및 키오스크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로 인해 장애인들도 처음으로 트레일과 보트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내 및 주외 남녀 스포츠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주 전역의 

관광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이니셔티브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는 사냥 및 낚시 면허 간소화, 면허세 인하, 뉴욕주의 다양한 장소에서 낚시와 사냥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를 년중 레크레이션을 위한 세계적 목적지로 만들기 위한 추가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야외 애호가, 보트객, 낚시꾼 및 사냥꾼들이 레크레이션 면허 및 혜택을 본인의 뉴욕주 

운전 면허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NYS Adventure License 공개(면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거나 야외 레크레이션 면허를 신청하려면NYS License Center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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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Empire Passport 공개, 뉴욕주립공원들의 모든 것을 자신의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는 

1회 수수료를 지불하는 옵션을 주립공원 방문객에게 제공;  

• 뉴욕주Adventure License Plates 도입, 2014년에 새로운 평생 사냥, 낚시 또는 공원 면허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9가지 면허판 디자인; 

• 자신의 부동산에 레크레이션 활동을 허용하는 토지 소유주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광대한 미개발 자원을 추가 사냥, 낚시 등의 많은 다른 레크레이션 추구를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함;  

• 뉴욕주에 다시 한 번 석궁 사냥 허용 제안.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뉴요커들과 우리 주 

방문객은 우리의 멋진 숲과 경치 좋은 트레일에서 그리고 원시의 호수와 강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겨왔습니다. 야외 접근성 및 레크레이션 기회 확대를 위한 Cuomo 지사의 집념은 

뉴욕주의 풍부한 야외 유산을 토대로 하는데 사냥꾼, 낚시꾼 및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제안된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Hand Hollow 주 보존림 – 신규 취득, Columbia 카운티 

• Washington 카운티 Grasslands 주 삼림 지역, Washington 카운티 

• Saddles 주 보존림, Warren 카운티 

 

중부 뉴욕주 

• Skaneateles Lake 낚시터, Cayuga 카운티 

• Three Rivers WMA, Onondaga 카운티 

• Deer Creek Marsh WMA, Oswego 카운티 

• Cleveland Dock 낚시터, Oswego 카운티 

• Redfield Island 보트장 – Upper Salmon River, Oswego 카운티 

 

Finger Lakes 

• Sandy Creek 낚시터, Monroe 카운티  

• Black Creek 낚시터, Monroe 카운티 

• Braddock Bay Fish 및 WMA, Monroe 카운티 

• Waneta Lamoka Lake, Cayuta Lake, Seneca River, Port Bay West 낚시터, Schuyler, Senec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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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ne 카운티 

• High Tor WMA – Finger Lakes Trail의 Bristol Hills Branch, Ontario 및 Yates 카운티 

 

Long Island 

• Rocky Point 자연자원 관리지역, Suffolk 카운티 

• Underhill 독특 지역, Nassau 카운티 

• Kings Park 독특 지역, Suffolk 카운티 

• Otis Pike 보존지, Suffolk 카운티  

 

Mid-Hudson 

• Tivoli Bays 야생 관리지역, Dutchess 카운티 

• Lower Esopus 낚시터, Ulster 카운티 

• Vernooy Kill 주 보존림 및 Sundown 야생림, Ulster 카운티 

• Stewart 주 보존림, Orange 카운티 

• Huckleberry Ridge 주 보존림, Orange 카운티 

• Mount Tremper 주간 사용 지역, Ulster 카운티 

• West Mountain 주 보존림, Dutchess 카운티 

 

Mohawk Valley 

• Black River 야생림 – Mill Creek Road, Herkimer 카운티 

• Utica Marsh 트레일, Oneida 카운티 

• Susquehanna 주 보존림, Otsego 카운티 

• Goodyear Lake, Otsego 카운티 

• Colliersville 낚시터, Otsego 카운티 

• Looking Glass Pond Schoharie 재식림 지역, Schoharie 카운티 

• Hand Hollow 주 보존림 – 신규 취득, Columbia 카운티 

 

뉴욕시 

• North Mount Loretto 주 보존림, Richmond 카운티 

• Mount Loretto 독특 지역, Richmond 카운티 

• St. Francis 습지, Richmond 카운티 

• Old Place Creek 낚시터, Richmond 카운티 

 

Nort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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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ss River 보존지역권, St. Lawrence 카운티 

• Fish Creek South 지역권의 East Branch, Lewis 카운티 

• Oswegatchie 수로 및 Wegatchie의 주 삼림 접근지, St. Lawrence 카운티 

• Fish Creek WMA, St. Lawrence 카운티 

• Vanderwhacker Mt. 야생림, Essex 카운티 

• Meacham Lake 캠핑장 및 Debar Mountain 야생림, Franklin 카운티 

• Township 19 보존지역권, Hamilton 카운티 

• Blue Ridge, Township 20, Township 33, Somerville road, Lake Desloation Tract 보존지역권, 

Hamilton 및 Essex 카운티 

 

Southern Tier 

• Birdseye Hollow 및 Moss Hill 주 보존림, Steuben 카운티 

• Sanford Lake 레크레이션 지역, Steuben 카운티  

 

서부 뉴욕주 

• Spicer Creek WMA, Erie 카운티 

• Phillips Creek Horse 트레일, Allegany 카운티 

• Welsville-Addison-Galeton 철도 트레일, Allegany 카운티 

• Watts Flats WMA, Chautauqua 카운티 

 

특정 프로젝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주목주목주목주목. TV 방송국방송국방송국방송국: 2014년 주 시정 방침 연설에서 50가지의 새 접근점을 발표하는 주지사의 TV급 

동영상(h264, mp4)이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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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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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