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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모바일모바일모바일모바일 앱에앱에앱에앱에 기반한기반한기반한기반한 IFISHNY CHALLENGE 출범출범출범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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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낚시꾼들에게 상이 걸린 라지마우스와 줄농어 어획물을 뉴욕주 

낚시 사냥 야생 앱을 사용해 뽐내도록 장려하는 전주 낚시 컨테스트인 #IFISHNY Challenge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챌린지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 노동절까지 시행되며 우승자들은 9월 첫 주에 

발표될 것입니다. 

 

“#IFISHNY Challenge는 우리나라 최고의 낚시터인 바로 여기 뉴욕주를 알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 낚시 사냥 야생 앱은 자연 애호가들을 노천의 

모든 것에 몰입시키며 모든 연령과 기능 수준의 낚시꾼들이 이 챌린지에 응모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에서 한 번 낚시하면 반할 것입니다.” 

 

DEC는 낚아서 챌린지에 적절하게 제출된 가장 긴 라지마우스 농어에 무료 평생 낚시 면허를 

수여하고 가장 긴 라지마우스 줄농어에도 수여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에 있는 DEC의 7개 야생 

관찰 지역(Long Island, 뉴욕시, Catskills, Hudson Valley, Adirondacks, 뉴욕주 중부 지역 및 뉴욕주 

서부 지역) 각각에서 차석에게는 B.A.S.S.를 포함하여 다른 상들을 수여할 것입니다. Bassmaster 

잡지 1년 구독권이 포함된 기프트 바스켓, Taste NY 기프트 바스켓, DEC 야생 관찰 가이드및 

Conservationist 잡지 구독권, Gore산, Whiteface산 또는 Belleayre산에서 유효한 리프트 티켓과 더 

많은 상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모든 상에는 여기에 있는 공식 규칙의 조건 및 절차가 적용됩니다. 

 

“라지마우스와 줄농어는 뉴욕주의 가장 인기 낚시 대상 중 두 가지입니다”라고 DEC 커미셔너 Joe 

Martens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뉴욕주 낚시 사냥 야생 앱에 있는 트로피 케이스 기능을 사용하여 

낚시꾼들이 뉴욕주에서 잡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낚시 대상 물고기를 우리가 과시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빠른 페이스의 재미도 즐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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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의 CEO인 Bruce Ak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FISHNY Challenge는 혁신적 컨테스트이며 

B.A.S.S.는 우리 중 다수가 즐겨온 스포츠에 새 낚시꾼들을 모시는 한 방법으로서 소셜 미디어와 

낚시를 결합한 이 이니셔티브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는 북동부에서 낚시를 위한 가장 풍부한 

호수와 개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여름에 그것을 조명하기 위한 Cuomo 지사의 노력을 

뒷받침하여 자랑스럽습니다.” 

 

Conversation Fund 고문단 의장 Jason Kemp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책임 있는 

낚시를 장려하고 뉴욕주 전역의 낚시꾼들이 뉴욕주의 광대한 자연미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입니다. 저는 챌린지를 개최하신 Cuomo 지사와 환경보존부에 감사드리며 

모든 참가자들의 행운을 빕니다.” 

 

DEC는 Parks By Nature Network와 제휴하여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이 무료 뉴욕주 낚시 사냥 야생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은 뉴욕주에서의 낚시 사냥 야생관찰 및 기타 노천 모헙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신참자와 노숙한 아웃도어 남녀들에게 필수 정보를 그들의 손바닥 안에 

제공합니다. 이 앱은 5월에 공개되었는데 iOS 및 Android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뉴욕주 모바일 앱 웹피이지인 여기에서 그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uomo 지사의 낚시 사냥을 위한 NY Open 이니셔티브는 주민들과 방문 스포츠 남녀들을 위해 

레크레이션 활동을 개선 하며 전주적으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낚시 사냥 면허를 간소화하고, 면허료를 인하하며, 전주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낚시 접근성을 

개선하고, 900,000 파운드의 물고기를 방류하며, 무료 낚시 행사를 실시하고 더 많은 뉴요커들이 

처음으로 낚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는 사냥꾼, 낚시꾼, 탐조객 및 기타 

노천을 즐기는 사람들을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지 않은 380,000여 에이커의 기존 주 및 

보존지역권 토지에 연결하기 위해 토지 및 물 접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에서 사냥 및 기타 활동을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뉴욕주는 Great Lakes, 

Finger Lakes, Lake Champlain, Oneida Lake에서 개최하는 농어 낚시 토너먼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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