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3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송어 및 연어 낚시 시즌을 4월 1일 개시한다고 발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뉴욕주 수역에 어획 

가능한 크기의 송어 200만 마리 이상 방류  

  

뉴욕의 스포츠 낚시로 매년 약 18억 달러의 경제 활동 효과 유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 1일 월요일에 뉴욕주에서 송어 및 연어 낚시 

시즌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호수와 연못 311 곳과 약 2,845 마일 

길이의 개울에서 진행되는, 올해 봄에 계획된 233만 마리의 어획 가능한 크기의 민물 

송어, 갈색 송어, 무지개 송어를 방류하는 영상을 보기 위해, 낚시꾼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웹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C)는 올해 봄에 일년생 호수 송어, 무지개 송어, 육봉 연어, 

잡종 송어, 은연어 약 15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물고기 방류는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낚시 산업을 지원합니다. 이 산업은 매년 약 18억 달러의 경제 

활동 효과를 유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사실상 뉴욕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송어 및 연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의 본고장입니다. 낚시 시즌 

개시일에 야외로 나가는 것은 주민 가족 세대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저는 야외로 나가 

우리 수역에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취미인 낚시를 즐기기를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권유합니다.”  

  

낚시꾼은 환경보존부(DEC)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송어 및 연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위치를 추천한 2019년 냉수성 어류 낚시 예측 보고서(2019 Coldwater Fishing 

Forecast)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변해감에 따라, 개울 낚시꾼은 낚시 

계획과 전술을 개울의 다양한 기온과 흐름에 적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드리울 수 있는 미끼와 가짜 미끼가 보통 느리게 움직이는 

송어를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온이 상승할 경우, 낚시꾼은 드라이 플라이 낚시처럼 

더욱 적극적인 낚시 스타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1년 내내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롱아일랜드에는 이른 시기에 송어를 낚을 수 있는 수온이 따뜻한 낚시터가 

있으며, 대부분의 낚시터들이 4월 1일 이전에 연간 송어 방류 할당량 중 적어도 일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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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달력에서 

가장 기대되는 낚시 시즌 둥 한 시즌을 위해 낚시 장비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흥분이 

뉴욕주 전 지역에 감돌고 있습니다. 송어와 연어가 자연의 먹이를 보다 활발히 섭취하기 

때문에, 4월과 5월 전 기간 동안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낚시 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야외로 나와 뉴욕의 훌륭한 낚시 기회를 즐길 것을 경험이 많은 낚시꾼과 초보 

낚시꾼 모두에게 권합니다.”  

  

봄의 방류 행사에는 갈색 송어 174만 마리, 무지개 송어 433,855 마리, 민물 송어 

157,200 마리 등이 포함됩니다. 길이 13-14 인치의 이년생 갈색 송어 약 97,000 마리가 

방류되는 갈색 송어 총 수에 포함됩니다. 갈색 송어와 육봉 연어가 이번 낚시 시즌에 일찍 

잡힐 수 있으며, 낚시터는 레이크 조지(Lake George), 레이크 챔플레인(Lake 

Champlain), 엄선된 핑거 레이크스 지역처럼 해안 가까이 있는 뉴욕의 더 큰 수역의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낚시터를 선호하는 낚시꾼을 위해, 올해 봄과 가을에 애디론댁스 산간에 

위치한 호수와 연못 350 곳에 약 311,000 마리의 민물 송어 새끼가 방류됩니다. 이로써 

향후 수년간 독특한 낚시 기회가 생깁니다. 뉴욕의 대기 질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산성비에 의해 손상된 연못들이 복구되었습니다. 이 수역에서는 어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복구된 이 연못들 중 11 곳에서 2019년에 어류가 방류될 예정입니다. 

낚시꾼들은 캐논스빌 저수지와 피팩턴 저수지 아래에 있는 델라웨어 방수로와 같이 방류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은 수역에서 야생 송어를 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봄에 송어를 방류할 계획인 수역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www.dec.ny.gov/outdoor/30465.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스포츠를 즐기는 남녀 주민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개선하고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간소화된 낚시 및 사냥 라이센스, 할인된 라이센스 비용, 낚시에 대한 접근성 개선, 

늘어난 뉴욕주 사냥 기회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2012년에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처음으로 낚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는 무료 낚시 

강습 수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프로그램은 또한 뉴욕이 제공하는 훌륭한 낚시 강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뉴욕주 보존 협의회(New York State Conservation Council)의 Chuck Park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존 협의회(New York State Conservation Council)의 

회원들을 위해, 저는 뉴욕주에서 이루어지는 사냥, 낚시, 덫사냥 등을 위한 지원과 방대한 

기회를 인정하는 이 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 건전한 관리, 인프라 지원 

http://www.dec.ny.gov/outdoor/30465.html
http://www.dec.ny.gov/outdoor/30465.html
https://www.dec.ny.gov/outdoor/89821.html
https://www.dec.ny.gov/outdoor/89821.html


 

 

및 개선, 그리고 뉴욕이 야외 활동의 즐거움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시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트라우트 언리미티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f Trout Unlimited)의 

Larry Charett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1일은 트라우트 언리미티드 뉴욕주 

협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f Trout Unlimited)의 회원 8,000 명이 매년 기다리는 

날입니다. 뉴욕주에는 모든 뉴욕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낚시에 최적화된 수많은 개울이 

있습니다. 뉴욕 수역의 일부에 방류하는 환경보존부(DEC) 부화장 시스템의 지원은 

낚시를 촉진하는 훌륭한 자산이며 새로운 스포츠 낚시꾼을 만들어내는 자원입니다. 

우리의 31 개 지부 중 많은 곳에서 개울에 물고기를 풀어놓는 경험을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 가족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 방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라우트 언리미티드(Trout Unlimited)의 사명은 뉴욕의 냉수성 

어장의 보존 및 재건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부(DEC)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입니다.”  

  

뉴욕주 보존 기금 자문위원회(New York State Conservation Fund Advisory Board)의 

Jason Kemper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어 시즌의 개막은 뉴욕의 최고 수역 

일부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동시에 외부로 나가 자연 자원을 즐기는 데 최적인 훌륭한 

시기입니다. 부화장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작업과 환경보존부(DEC)의 어종 보존 

활동은 미국 최고의 낚시 기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어드벤처 뉴욕 프로그램(Adventure NY Initiative)을 통해, 

환경보존부(DEC)는 또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야외 휴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을 자연 및 야외 관광지와 긴밀히 연결하며,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캠프 및 환경 교육 센터의 개선에서부터 새로운 보트 진수장, 오리 

사냥 은신처, 하이킹 트레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뉴욕 웍스(NY Works)의 기금 총 1,700만 달러가 환경보존부(DEC)의 부화장 

시스템의 인프라 보수 공사 및 현대화 공사에 할당되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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