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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무료 낚시의 날 (FREE FISHING DAYS) 발표  

 

다음주 주말에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얼음 낚시 프로그램 개시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을 지원하는 Cuomo 주지사 

 

매년 약 1.8억 달러 정도의 경제 활동을 발생시키며, 뉴욕주 전 지역에서 거의 17,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뉴욕의 스포츠 낚시 산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2017년에 개최되는 여러 무료 낚시행사 

중 첫 번째 행사가 다음주 주말인 2월 18일 토요일과 2월 19일 일요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정된 양일 간에, 뉴욕 주민과 비거주민 모두 뉴욕주의 7,500 개의 

호수와 연못 또는 7만 마일의 강과 개울에서 낚시면허 없이도 무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뉴욕주는 미국에서 

낚시를 즐기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집을 벗어나 우리 주 모든 지역의 호수, 연못, 강, 

개울 등지에서 스스로 낚시의 커다란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 이 무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주말은 뉴욕 주민이나 방문객들이나 관계없이 모든 수준의 낚시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기반으로, Cuomo 주지사는 또한 6월 24일에서 25 일, 9월 23일 

(전미 사냥과 낚시의 날 (National Hunting and Fishing Day)), 11월 11일 (재향 군인의 

날 (Veterans Day))을 무료 낚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뉴욕주의 낚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뉴욕주의 전 지역의 다른 모든 낚시 관련 규정은 

유효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얼음 

위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두께가 4인치 이상이 되는 단단한 얼음 

위에서 낚시를 해야 물줄기에 접근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얼음 낚시꾼은 



얼음 두께가 다양한 물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물줄기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낚시꾼은 이동하는 물과 보트 선착장 주변과 

얼음이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기포발생기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집들 주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음 위의 스노우모빌 트랙 자국 또는 발자국의 흔적을 

보고 얼음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낚시꾼 개개인은 얼음 

상태를 점검한 후 멀리 떨어진 곳이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그 상황을 피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얼음의 두께를 테스트하는 것은 다양한 지점에서 나사송곳 (auger) 또는 

얼음낚시용 끌 (ice spud)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얼음 낚시 초보자는 얼음 낚시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환경보존부 

(DEC)의 신간 뉴욕 낚시의 초보자 민물 낚시 가이드 (I FISH NY Beginners’ Guide to 

Freshwater Fishing)의 얼음 낚시 장 (Ice Fishing Chapter)을 다운로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얼음 낚시가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물줄기의 목록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환경보존부 (DEC) 얼음 낚시 웹 페이지와 공공 호수 및 연못 지도 (Public Lakes and 

Ponds map)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 진진한 형태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체험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이 계절을 훨씬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낚시는 뉴욕주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낚시는 레크리에이션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적 

원동력입니다.” 

 

이 확대된 무료 낚시의 날 프로그램은 2016년-17 년 예산 하에 뉴욕주 토지 접근 

프로젝트에 300만 달러, 사냥 및 낚시 인프라에 400만 달러를 제공하는 Cuomo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의 일환입니다.  

 

2015년-16년 예산 하에서 피트먼-로버트슨 연방 기금 (federal Pittman-Robertson 

funds)으로 새로운 자본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관리, 

보호 및 복원하고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와 관련된 레크리에이션에 대중들의 접근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공약은 선착장, 조류 관찰 지역, 트레일 

및 헌팅 블라인드 등 레크레이션을 위한 기존 주정부 토지 약 380,000 에이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신규 50개 프로젝트용 600만 달러와 뉴욕주 전 지역의 어류 부화장의 

업그레이드 및 개선용 기금 800만 달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료 낚시의 날 프로그램은 낚시를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보람있는 

스포츠를 돈을 들이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취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뉴욕주 낚시 면허를 구매함으로써 이 스포츠를 후원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199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료 낚시의 날 이외에도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수십 곳의 무료 낚시 클리닉과 

http://www.dec.ny.gov/outdoor/98506.html
http://www.dec.ny.gov/outdoor/98506.html
http://www.dec.ny.gov/docs/fish_marine_pdf/gsfishing9.pdf
http://www.dec.ny.gov/outdoor/7733.html
http://www.dec.ny.gov/outdoor/7749.html
http://www.dec.ny.gov/outdoor/7749.html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존부 (DEC)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년동안 계속 새로운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목록에 

추가되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낚시 이벤트는 무료로 긴장감 넘치는 스포츠인 낚시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뉴욕주 낚시 면허를 구매함으로써 이 스포츠를 후원하도록 

권장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dec.ny.gov/permits/6091.html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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