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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6월월월월 27-28일일일일 무료무료무료무료 낚시일낚시일낚시일낚시일 개최개최개최개최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민과뉴욕주민과뉴욕주민과뉴욕주민과 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방문객들은 주의주의주의주의 광대한광대한광대한광대한 수로를수로를수로를수로를 탐사하고탐사하고탐사하고탐사하고 면허면허면허면허 없이없이없이없이 낚시하는낚시하는낚시하는낚시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기꺼이기꺼이기꺼이기꺼이 

허용됩니다허용됩니다허용됩니다허용됩니다 

 

11월월월월11일일일일 재향군인의재향군인의재향군인의재향군인의 날도날도날도날도 무료무료무료무료 낚시일로낚시일로낚시일로낚시일로 새로새로새로새로 지정지정지정지정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주민과 방문객들이 6월 27-28일 주말 동안 주의 

7,500개 호수 및 연못 또는 50,000마일의 강과 개천에서 낚시 면허 없이 무료로 낚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다낚시꾼들도 RMFR(Recreational Marine Fishing 

Registry)에 등록하지 않고도 회유성 바닷고기 종을 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무료 낚시 주말에 추가하여 Cuomo 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의해 이제 승인된 연례 

전주 무료 낚시일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11일 재향군인의 날도 무료 

낚시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고의 낚시터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 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낚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무료 낚시일은 낚시줄을 던져 훌륭한 야외를 낚을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은 누구든 이번 여름에 뉴욕주의 호수와 수로를 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부장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즈음이 낚시하러 누군가를 

데려갈 최적기입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협조적이어서 초보자도 

우리 주의 훌륭한 야외 자원을 탐사하면서 이 스포츠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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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스포츠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관심있는 분들은 이번 여름 내내 개최될 40건의 

무료 낚시 행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클리닉의 리스트는 환경보존부 

웹사이트 www.dec.ny.gov/outdoor/27123.htm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 행사가 

접수되는 대로 리스트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규칙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낚시꾼들은 무료 낚시 주말에 면허 요건 및 레크레이션 바다낚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면제되었지만 다른 모든 규제는 계속 발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및 사냥을 위한 NY Open 이니셔티브는 남녀 스포츠인들을 위해 여가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주 전역의 관광 활동을 부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낚시와 

사냥 면허의 간소화, 면허 수수료 감액, 뉴욕주의 낚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여 작년에 NY 

Works 기금의 1천만 달러가 물고기 부화장 수리, 보트 선착장, 사냥 블라인드, 산책로 및 

주차 구역 등 50개의 새로운 땅의 접근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의거 2015-16 제정 예산은 NY Works 기금에 주 토지 접근성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800만 달러와 주의 부화장을 위한 추가 400만 달러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운 자본 계정을 생성하며 이는 연방 Pittman-Robertson 

기금과 함께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를 관리, 보호 및 복원하고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와 관련된 레크리에이션에 대중들의 접근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면허면허면허면허 요건요건요건요건 

16세 이상으로서 뉴욕주 무료 낚시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짜에 낚시하려는 사람은 주 

낚시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낚시 면허는 구입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합니다.  

뉴욕주에서의 낚시를 그 어느 때 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 뉴욕주는 2014년에 거주자 

및 비거주자 낚시꾼 모두에게 면허 수수료를 줄였습니다. 면허 구입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낚시꾼들은 자택 컴퓨터에서 NY 면허 

센터(http://licensecenter.ny.gov/sporting-and-recreational-licenses)를 통해 면허를 

구입하고 인쇄하여 즉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1-866-933-2257로 전화하여 

자신의 면허를 구입하거나 또는 주 전역의 다수의 면허 발급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 구입하는 분들은 즉각 낚시할 수 있는 확정 번호를 받을 것입니다.  

평생 낚시 면허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뉴욕주 모험 면허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뉴욕주 운전 면허에 통합되며 무료의 낚시 테마 번호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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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할낚시할낚시할낚시할 곳곳곳곳 

낚시할 곳을 찾는 낚시꾼들은 환경보존부의 낚시 페이지 

http://www.dec.ny.gov/outdoor/fishing.htm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공공 낚시터의 대화형 지도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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