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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5월 1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낚시낚시낚시낚시 및및및및 야생생물야생생물야생생물야생생물 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 앱앱앱앱 사용사용사용사용 개시를개시를개시를개시를 발표발표발표발표  

 

낚시낚시낚시낚시, 사냥사냥사냥사냥 및및및및 관찰관찰관찰관찰 장소를장소를장소를장소를 신속하고신속하고신속하고신속하고 간편하게간편하게간편하게간편하게 찾을찾을찾을찾을 수수수수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야외야외야외야외 생활을생활을생활을생활을 즐길즐길즐길즐길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앱앱앱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낚시, 사냥, 야생생물 관찰은 물론 기타 야외 활동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모바일 앱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앱은 지난주 2014 뉴욕주 관광 서미트(New York State Tourism Summit)와 하계 여행 시즌의 개시와 

함께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야외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는 다양한 낚시, 사냥 및 야외 활동의 중심지로서 야외 활동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뉴욕주 전체의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뉴욕주의 주요 

산업으로서 뉴욕주 북부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이 간편한 앱은 뉴욕주 주민들과 관광객이 세계적 수준의 낚시, 

야생생물, 야외활동 자원 등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이어가도록 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C의 Martens 국장은 “이 앱은 낚시, 사냥 및 야외활동의 장소로서의 뉴욕을 홍보하고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끊임 없는 노력 중 가장 최근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멋진 야외활동 자산을 경험하고 주민들이 뉴욕주 전역의 관광 자원을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앱은 “뉴욕 낚시 및 야생생물(New York Fish & Wildlife)” 앱이라고 하며 Cuomo 주지사의 낚시 및 

사냥운동을 위한 NY Open의 일환입니다. DEC는 Parks By Nature Network®와 협력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이 앱을 개발했습니다. 뉴욕 낚시 및 야생생물 앱은 iPhone 및 Android 장치 사용자의 

경우 iTunes 앱 스토어와 Android Mark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arksByNature Network, LLC(PBN)는 전국의 주립공원 시스템과 낚시 및 야생생물 기관을 위한 

스마트폰 야외활동 모바일 안내 앱인 Pocket Ranger®를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첨단 GPS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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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물론 상세한 생물종별 정보, 뉴스, 경보 및 날씨 안내, 소셜 네트워킹과 사진 공유, 오프라인 

사용자를 위한 캐싱 가능한 지도 타일 등 기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arks By Nature의 공동 설립자 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Brett Melillo씨는 “Pocket Ranger 낚시 및 

야생생물 앱은 새로운 세대의 사용자들이 뉴욕 전역에서 제공하는 야외활동을 탐험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제휴로 야외활동 경험을 강화하고 뉴욕주 

야외활동 자원에 대한 인식과 관심, 참여를 높일 효과적인 모바일 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앱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초보자 및 전문가들에게 간편하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cket Ranger® 기술이 제공하는 이 앱의 첨단 GPS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뉴욕주에 위치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낚시, 사냥 및 야생생물 관찰 명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지리 정보 시스템(GIS) 데이터로 사용자들은 정확한 등산 경로 데이터, 사용자 위치, 

주변 명소 및 보트 선착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냥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GIS 데이터는 지리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여 

생물종과 관련된 규정, 허가 및 면허에 적용되는 카운티 경계와 구성 단위를 간편하게 파악하게 할 

것입니다. 

 

기타 야외활동 경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실시간 이벤트 일정  

• 뉴스, 경보, 날씨 경보  

• 소셜 네트워킹 및 사진 공유  

• 인명 구조와 관련된 경보 기능  

• 오프라인 사용자를 위한 캐싱 가능한 지도 타일  

• 내장형 나침반을 포함한 첨단 GPS 매핑 기능  

 

뉴욕 낚시, 사냥 및 야생생물 앱(New York Fishing, Hunting & Wildlife App)은 Apple 앱 스토어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Pocket Ranger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새로운 앱은 지난 수요일 열린 제2회 관광 서미트에서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뉴욕주 전역에서 관광을 촉진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뉴욕주가 

4500만 달러 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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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노력은 뉴욕주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개선하고 

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NY Open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 운동에는 낚시와 사냥 면허의 간소화, 면허 수수료 감액, 뉴욕주의 낚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38만 에이커 면적의 기존의 주 및 지역권 구역을 사냥꾼, 

낚시꾼, 조류 관찰자 등과 연결하는 50가지의 새로운 토지 및 수역 접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의 NY Works 기금을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50가지의 새로운 접근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보트 선착장 건설, 새로운 헌팅 블라인드 설치, 새로운 트레일과 주차장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14-2015년 예산에는 뉴욕주의 어류 부화장을 수리하기 위한 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주에서 사냥을 위한 확장적인 석궁 사용을 갱신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단기 낚시 면허 수수료를 감액하고 뉴욕주의 자유 낚시 허용일을 2일에서 8일로 

늘리며, DEC가 홍보를 위해 10일 동안 사냥, 낚시 및 포획 면허 비용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평생 면허 소지자를 위한 무료 Adventure Plates, 기존의 평생 면허 소지자를 위한 할인된 

Adventure Plates, 연간 면허 소지자를 위한 정액의 Adventure Plates를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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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