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의 관광 부흥을 위해 새로운 캠페인 시행  

  

노동절까지 레이크 온타리오(Lake Ontario)와 세인트로렌스강(St. Lawrence River)을 

따라 주립 공원 내 캠핑 및 차량 입장료 50% 할인과 더불어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 나이아가라강 하류(Lower Niagara River)에서 무료 낚시를 발표  

  

텔레비전 광고로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과 주변 명소로의 여행 홍보- 여기에서 광고 확인  

  

양어장 개선 및 탄력성 보조금으로 지역 경제 수익 1억 2,100만 달러 강화  

  

지역 경제를 강화하여 더욱 탄력성있고 강력한 호수 인근 지방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 위원회(Resilien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의 사명 발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호수 인근 지역사회의 관광을 저해한 최근 홍수에 

따라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의 관광을 부흥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에는 노동절까지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스테이트 공원 내 캠핑 및 차량 입장료 50% 할인과 더불어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 나이아가라강 하류에서의 무료 낚시가 포함됩니다. 여러 인근 주에서 

방송되는 신규 텔레비전 광고로 해당 지역에서의 캠페인 및 활동을 홍보하게 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가 오스위고 카운티의 살몬강(Salmon River) 양어장 현대화에 

5백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와 업스테이트 지역의 자산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며, 동시에 높은 관광 수요로 경제를 크게 부양합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에 따라 우리는 이곳의 장점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레이크 온타리오 인근 관광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환상적이고 적당한 비용의 가족 친화적 휴가를 찾고 계신다면 

북쪽의 레이크 온타리오를 찾아보십시오. 또한, 새롭게 일상화된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더 낫고 강하게 재건축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on.ny.gov/freefishing2019
https://www.youtube.com/watch?v=AcKzvYvNpes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부터 오염되지 않은 

호숫가, 서사적인 산악 하이킹과 도시의 모험까지. 이 모두가 뉴욕 안에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는 가장 소중하고 장엄한 자연의 놀라운 창조물 중 한 곳입니다. 비록 

최근 이 지역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뉴욕 주민들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도록 장려하고, 피서객과 모험가들 모두에게 

인기있는 명소로 보존하기 위해 주정부 자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이 지속적으로 낚시꾼들에게 최고의 명소로 인식되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은 해당 지역의 무료 낚시와 캠핑 할인을 홍보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관광 산업을 부흥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행동을 기반으로 더 

탄력성있고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현재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최근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루이스강 인근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탄력성을 향상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계획 개발에 책임을 

가지는 다기관 태스크포스인 다목적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다목적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위원회는 레이크 온타리오 

홍수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위해 최대 3억 달러의 집행 가능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주 여행을 고려하는 방문객들에게 레이크 온타리오 및 

세인트루이스강 지역이 기업에 열려있으며 주말 여행이나 장기 휴가시 누릴 수 있는 

멋진 기회로 가득차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뉴욕의 그레이트 레이크스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여가 낚시 기회를 상징하며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루이스강 및 사우전드 아일랜드 지역은 여가 낚시로부터 1억 2,100만 

달러의 지역 경제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인기 어종에 

대해 기록적인 낚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 시즌에도 다시 북부 호숫가를 따라 뉴욕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는 트로피 

송어와 연어 낚시의 안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스마스터 매거진(Bassmaster 

Magazine)의 2019년 순위에서는 사상 최초로 세인트로렌스강을 전국 최고의 배스 낚시 

명소로 지정했습니다. 평년보다 호수 수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기록으로 이 수역에서의 낚시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호숫가나 보트에서 모든 

수준의 낚시에 적절할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가이드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전세 낚시 업체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루이스강, 나이아가라강 하류에서의 무료 낚시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서 2019년 8월 2일에서 2019년 9월 2일 노동절 오후 5시(동부 표준시)까지 사상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hosts-first-lake-ontario-resiliency-and-economic-development-initiative


 

 

최초로 레이크 온타리오, 세인트루이스강, 나이아가라강 하류에서 낚시 허가증과 

허가증 비용을 면제함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즌, 포획률, 크기 제한에 대한 주 

규칙 및 규정은 여전히 모두 적용됩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의 무료 

낚시는 Cuomo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을 지원하며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에서의 이 신규 

무료 낚시 기간은 남아 있는 2019년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for 2019)-9월 

28일 국가 사냥 및 낚시의 날, 11월 11일 재향 군인의 날-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https://on.ny.gov/freefishing2019를 방문해주십시오.  

  

주립 공원 캠핑 및 차량 입장료 50% 할인  

방문객들의 뉴욕의 주립 공원 및 역사적인 장소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에서는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루이스강을 따라 위치한 30곳의 주립 캠핑장, 공원 및 

보트장에서 9월까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캠핑장 예약과 차량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주립 공원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이크 온타리오: 침니 블러프스(Chimney Bluffs), 페어 헤이븐(Fair Haven), 포트 

나이아가라(Fort Niagara), 포 마일 크릭(Four Mile Creek), 골든 힐(Golden Hill), 

햄린 비치(Hamlin Beach), 레이크사이드 비치(Lakeside Beach), 멕시코 포인트 

보트장(Mexico Point boat launch), 오크 오차드(Oak Orchard), 샌디 아일랜드 

비치(Sandy Island Beach), 셀커크 쇼어(Selkirk Shores), 사우스위크 

비치(Southwick Beach), 웨스트코트 비치(Westcott Beach), 윌슨-

투스카로라(Wilson-Tuscarora)  

• 세인트로렌스강: 버넘 포인트(Burnham Point), 카누-피크닉 포인트(Canoe-Picnic 

Point), 시더 아일랜드(Cedar Island), 시더 포인트(Cedar Point), 콜스 크릭(Coles 

Creek), 드월프 포인트(Dewolf Point), 그래스 포인트(Grass Point), 재키 

카티어(Jacques Cartier), 키웨이딘(Keewaydin), 크링 포인트(Kring Point), 

롱포인트(Long Point), 메리 아일랜드(Mary Island),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록 아일랜드(Rock Island), 워터슨 포인트(Waterson Point), 웰슬리 

아일랜드(Wellesley Island).  

  

캠핑 예약은 다음 사이트 https://newyorkstateparks.reserveamerica.com/ 혹은 

무료전화(1-800-456-CAMP)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광고 캠페인  

레이크 온타리오 주변의 인기 활동과 관광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30초 길이의 광고가 

다운스테이트 뉴욕,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코네티컷을 포함하는 표적 시장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는 iloveny.com에서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으로의 

완벽한 주말 여행 추천 명소의 48시간 여정과 같은 여행 관련 콘텐츠를 보완하며 소셜 

미디어 홍보와 광고를 포함하는 디지털 캠페인에서 눈에 띄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https://on.ny.gov/freefishing2019
https://newyorkstateparks.reserveamerica.com/
https://protect2.fireeye.com/url?k=6c5cc432-30ddf651-6c5e3d07-000babd9069e-b4cc001e97eb748f&q=1&u=https%3A%2F%2Fwww.iloveny.com%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e0d380a8-bc52b2cb-e0d1799d-000babd9069e-0d1f1890d79797be&q=1&u=https%3A%2F%2Fwww.iloveny.com%2Fblog%2Fpost%2F48-hours-along-lake-ontario%2F


 

 

  

이 광고는 사우스위크 비치 주립 공원, 골든 힐 주립 공원의 서티마일 

라이트하우스(Thirty Mile Lighthouse), 셀커크 쇼어 주립 공원과 같은 가족 친화적 

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군 주둔지인 영스타운의 

올드 포트 나이아가라(Old Fort Niagara) 지역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며 동시에 

오스위고에 위치한 H.Lee 백색 해양 박물관(H. Lee White Maritime Museum)과 그림 

같은 레이크 온타리오의 세계 수준 낚시를 특별히 포함하여 지역의 항해 유산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개선  

또한, Cuomo 주지사는 향후 레이크 온타리오의 낚시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오스위고 

카운티 알트머에 위치한 살몬강 양어장 현대화에 525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물고기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 물을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최신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양어는 수자원집약적 행위이며 양어장에서는 현재 

1분당 1만 갤런의 유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통해 이 시설에서는 비축을 위해 

더 많은 물고기를 키움과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레이트 레이크스 보조금  

Cuomo 주지사의 다목적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의 일환인 탄력성과 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추가 지원을 위해 환경보존부와 뉴욕 해양 보조금(NY Sea Grant)에서는 

오늘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를 위해 총액이 거의 75,000달러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그레이트 레이크스 유역 소액 지원금 프로그램 (Great Lakes 

Basin Small Grants Program) 수혜자는 그레이트 레이크스 유역 전반의 지역사회, 

생태학 및 경제의 탄력성을 향상하게 됩니다. 기금은 뉴욕주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과 해양 및 그레이크 레이크스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Ocean and Great Lakes Ecosystem Conservation Program)에서 

제공되며, 대체가 불가능한 그레이트 레이크스 천연 자원을 보존,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한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생태계 기반의 관리를 적용하는 데 지원됩니다.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 상공회의소(St. Lawrence County Chamber of Commerce) 

- 24,999달러: 세인트로렌스 호수 관광 명소 종합 계획(Lake St. Lawrence 

Tourism Destination Master Planning) 이 프로젝트에서는 관광 관련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연중 여가 활동을 위한 지역 수로와 토지 자원 접근성 향상, 산책로와 

전망대를 따라 자연 및 역사를 설명하는 기회 등의 에코 관광 및 여가 기회를 위한 

자금을 늘리고 보존하기 위한 지방 자치 내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시러큐스 대학교 환경 재원 센터(Environmental Finance Center at Syracuse 

University) - 24,999달러: 계획부터 시행: 샌디 크릭 타운 건설 역량. 이 

프로젝트는 지역 정부가 기존 계획 내에서 생태계 기반의 관리를 시행하고 노스 



 

 

및 사우스 샌디 폰드 수역에 대한 계획 전략을 개발하는데 지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더스 포인트 빌리지(Village of Sodus Point) - 24,999달러: 그레이트 소더스 

베이(Great Sodus Bay)에 에코 관광 명소로써 사우스 온타리오 스트리트(South 

Ontario Street) 카누 및 카약장을 개발.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비동력 보트장과 소더스 베이로 향하는 패들링 루트로 워터프론트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현장 작업에는 친환경 인프라 요소와 베이를 따라 형성된 기존의 

제방 구역을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협력자에는 소더스 

포인트 주민 협회(Neighborhood Association of Sodus Point) 및 세이브 아워 

소더스(Save Our Sodus)가 포함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날부터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 인근 지역사회는 이 지역이 기업에 열려있다는 점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목적 탄력성 및 경제 개발 계획(REDI)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밝혔으며 우리는 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에는 우리 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역시적이며 즐거운 

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지역 어장의 경우로, 

최고의 낚시 애호가들에게 어디에서든 그런 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관광 홍보, 살몬강 양어장 투자, 탄력성 자금 지원,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올여름 무료 낚시는 더 많은 뉴욕 주민이 북쪽 호숫가를 따라 

조성된 보물같은 장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하고 멋진 기회로 더 많은 주민들을 이끌 것입니다."  

  

주립 공원 커미셔너인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에는 

아직도 이용 가능한 훌륭한 캠프장들이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호수 풍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외 모험가들에게 뉴욕주의 놀라운 장소를 방문하고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 관광청의 Ross D. Levi 관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트 보트 투어를 위한 

섬 위의 성과 담수 호숫가부터 세계 수준의 박물관까지. 레이크 온타리오와 

세인트로렌스강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명소가 방문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휴가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보트나 낚시, 문화 명소를 즐기는 것 중 

무엇이든 올여름, 이 지역에서 추억을 만드는 여행을 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레이크 온타리오는 호반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한 엄청난 자산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낚시를 포함하여 



 

 

레이크 온타리오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레이크 온타리오를 향한 확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 경제를 

강화하는데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ill Barcla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관광을 부흥하고 레이크 

온타리오로의 여행을 홍보하는 단계를 밟음으로써 레이크 온타리오 지역사회가 기업에 

열려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캠페인을 시행하신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내며 이는 분명 우리 지역의 판도를 바꿔놓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스위고 시의 Bill Barlow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위고의 시장으로서 저는 

레이크 온타리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을 부흥시키기 위해 이 자산을 

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이 새로운 

캠페인은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도시와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레이크 온타리오 호숫가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한 Cuomo 주지사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지역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맹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뉴욕 해양 보조금 협회의 Katherine E. Bunting-Howarth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해양 보조금 협회는 뉴욕주 환경보존부와 협력하여 뉴욕 전체 그레이트 레이크스 

유역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호숫가 탄력성을 구축하며 워터프론트 관광과 경제 개발과 

더불어 해양 서식지를 향상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의 관례를 적용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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