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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강늉치고기 시즌이 대부분의 뉴욕주 유역에서 5월 25일 시작된다고 발표  

  

6월 15일 그레이트 레이크(Great Lakes) 유역 시즌 개막전  

  

거의 모든 낚시 시즌이 진행 중이며, 주 전역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머스키(muskie)" 또는 "머스키(musky)"라고 불리는 

강늉치고기 낚시 시즌이 이번 주 후반 대부분의 뉴욕주 유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최대의 담수어 스포츠 낚시 시즌은 5월 25일 내수 지역에서 

시작되며, 그레이트 레이크 워터스(Great Lakes waters) 지역에서 6월 15일 시작됩니다. 

그레이트 레이크 워터스는 이리 호수, 나이아가라강 상류, 나이아가라강 하류, 온타리오 

호수, 세인트 로렌스강 등을 가리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어와 연어에서 월아이와 노던 파이크, 그리고 

잡기 어려운 머스키까지, 뉴욕주의 곳곳에는 세계적 수준의 어장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위한 노력에 덕분에 이러한 어장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밖으로 나가 

뉴욕주의 유역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 찬스를 다른 분들과 함께 즐기시기를 추천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늉치고기는 이 고기를 쫓는 낚시꾼들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물고기로 여겨집니다. 머스키는 아주 큰 사이즈까지 자랄 수 있고, 상류에 

사는 머스키의 무게는 때로 50파운드가 넘기도 합니다. 머스키 낚시는 뉴욕주의 호수, 

개울, 강, 연못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낚시 경험 중 하나입니다."  

  

"10,000번 캐스팅 해야 하는 물고기(fish of 10,000 casts)"로 불리는 강늉치고기를 

낚으려면 연습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강늉치고기는 13개의 호수와 19개의 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어장은 셔터쿼 호수, 나이아가라강 상류(Upper Niagara River), 

세인트 로렌스강입니다. 기타 양질의 강늉치고기 서식지는 와네타, 그린우드, 베어, 

그리고 카사다가 호수, 서스쿼해나, 체난고, 그래스, 그레이드 채지 강 등입니다. 

강늉치고기 낚시 팁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환경보존부(DEC)의 머스키 101(Muskie 101) 

웹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뉴욕주의 최소 사이즈 규제 법이 강늉치고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 전역에서 최소 

사이즈 제한은 40인치입니다. 그레이트 레이크스(Great Lakes) 유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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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인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담수 낚시 규제 지침(Freshwater Fishing Regulations 

Guide)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강늉치고기 어장은 서식지 보호 및 개선, 연구 및 감시, 저장, 양식 규제 등을 통해 

관리됩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은 뉴욕주의 강늉치고기 관리(Muskellunge 

Management in New York State)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셔터쿼 호수 연간 

강늉치고기 덫그물 조사(2018 Chautauqua Lake Annual Muskellunge Trap Net 

Survey)에 대한 기술 관련 요약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강늉치고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아가라 강늉치고기 

연합(Niagara Musky Association, NMA)은 서부 뉴욕의 보호 중심의 헌신적인 낚시 

클럽으로,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나이아가라 강늉치고기 연합(NMA)은 설립 

초기부터 레이크 이리와 나이아가라강 강늉치고기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해왔습니다. 나이아가라 강늉치고기 연합(NMA)의 회원들은 환경보존부(DEC)의 

운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강늉치고기 낚시꾼 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들은 또한 나이아가라강 상류에서 서식지 보호 노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물고기 수 예측 연구의 일환으로 강늉치고기에 태그를 붙이고, 버펄로 항구에서 

강늉치고기 산란 서식지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음향 

텔레먼트리 연구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나이아가라 강늉치고기 

연합(NMA)와 향후 25년간의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이른 봄, 환경보존부(DEC)는 월아이, 노던 파이크, 강꼬치고기, 타이거 강늉치고기 

등 인기있는 쿨워터 스포츠 낚시 어종의 낚시 시즌이 5월 4일 개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 봄의 수온 조건은 월아이 및 노던 파이트의 낚시를 매우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은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기회라는 이점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송어와 연어 낚시 시즌이 4월 1일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은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웹사이트에서 주 전역의 311개 호수와 연못, 그리고 

2,845 마일 규모의 시내에 있는 233만 마리의 포획 가능 사이즈의 브룩, 갈색 송어, 

무지개 송어 등 금년 봄 예상 송어 저장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C)는 1년생 강 송어, 스틸헤드, 육봉 연어, 호수 송어, 은연어 약 150만 

마리를 올해 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의 계속 성장하는 스포츠낚시 

산업을 지원하여, 매년 약 18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발생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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