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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6월 15일에 블랙 배스 시즌 개막 예정 발표

주 전역 모든 크기의 수역에서 배스를 잡을 수 있어 초급 낚시꾼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
스포츠 낚시, 매년 경제 활동으로 약 18억 달러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큰입 배스 및 작은입 배스를 포함하여 뉴욕의 전통인
블랙 배스 낚시 시즌이 6월 15일 토요일에 시작되어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랙 배스 시즌은 뉴욕의 스포츠 낚시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매년 경제
활동으로 약 18억 달러를 창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국내 최고 배스 낚시의 고장으로, 전
세계의 낚시꾼들을 우리 강에서 낚시하도록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 전역 7,500개 호수
및 연못, 70,000마일의 강과 하천에서 배스를 쉽게 낚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낚시 시즌에
뉴욕의 훌륭한 야외 장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낚시 후 방류 시즌은 주 대부분 지역에서 12월 1일부터 기존의 개막일 전날까지
지속됩니다. 시즌에 따라 일부 수역에서는 지켜야 할 물고기 최소 길이 제한 및 일일
낚시량 제한 규정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은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낚시 규정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은 배스마스터 매거진(Bassmaster Magazine)이 선정한 2018년 북동부 '최고 배스
호수' 상위 25곳 중 여섯 곳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유명한 배스 낚시 구역이 많습니다.
이는 2위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s)), 3위 레이크 이리(Lake Erie), 5위 레이크 챔플레인(Lake Champlain), 12위
오네이다 레이크(Oneida Lake), 13위 카유가 레이크(Cayuga Lake), 23위 셔터쿼
레이크(Chautauqua Lake)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수역은 뛰어난 배스 낚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도 많으므로
낚시꾼들은 잘 잡히는 곳을 찾으러 집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블랙 배스는 주 전역
수역에 널리 퍼져있으며 배스를 낚을 훌륭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또한, 커다란 배스는

지역 연못 등 모든 크기의 수역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환경보존부(DEC)
어업 생물학자들은 어류 분포 평가 중 10에이커 정도로 작은 연못을 비롯한 많은
수역에서 길이가 20인치 이상인 약 200마리의 배스를 수집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 낚시에서 낚기 힘들기로 유명한 큰입 또는 작은입 배스를
낚는 것 보다 재밌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장비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올해
배스를 잡을 수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배스는 첫 스포츠 낚시 고기를 잡길 원하는 초급 낚시꾼들에게 좋은 선택권입니다.
배스는 물가에서, 보트 위에서 잡기 쉽습니다. 또한 와키 리그 같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많이 있어서 배스를 잡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하는 낚시꾼들은
아이 피시 뉴욕 낚시 초심자 가이드(I FISH NY Beginners Guide to Fishing)에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환경보존부(DEC) 어업국(Bureau of Fisheries)은 낚시꾼 달성상(Angler Achievement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스포츠 낚시의 어획량을 인정합니다. 큰입 배스 20인치
이상, 작은입 배스 18인치 이상을 잡으면 낚시 후 방류 부문(Catch and Release
Category)에서 상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지난해 큰입 배스 최대 23.5인치 23마리와
작은입 배스 최대 22.5인치 45마리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큰 배스를 잡은
낚시꾼은 환경보존부(DEC)에 연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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