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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뉴욕주에서 즐길즐길즐길즐길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자유자유자유자유 낚시낚시낚시낚시 데이를데이를데이를데이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이번이번이번이번 주말주말주말주말 자유자유자유자유 낚시가낚시가낚시가낚시가 시작되다시작되다시작되다시작되다. 이제이제이제이제 낚시낚시낚시낚시 면허면허면허면허 없는없는없는없는 주민주민주민주민 및및및및 방문객이방문객이방문객이방문객이 민물민물민물민물 및및및및 
바닷물에서바닷물에서바닷물에서바닷물에서 낚시할낚시할낚시할낚시할 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 

 

Cuomo 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주지사의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를를를를 지지하다지지하다지지하다지지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스포츠에 참여하여 뉴욕주의 더 많은 곳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유 낚시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뉴욕 주민들과 비주민들은 뉴욕주의 

7,500개 호수와 연못, 또는 70,000 마일에 이르는 강과 개울에서 낚시 면허 없이 자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년도 여러 자유 낚시 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뉴욕은 미국 최고의 낚시터의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 낚시 데이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와서 우리의 수역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Andrew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지금은 

친구와 가족들을 사실상 뉴욕주 곳곳에서 낚시 하기에 아주 좋은 많은 장소로 

데려오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6월의 자유 낚시 기간의 인기에 따라, Cuomo 주지사도 2016년 11월 11일(재향군인의 

날)과 2017년 2월 18-19일을 자유 낚시 데이로 지정하였습니다. 바다낚시꾼들도 자유 

낚시 데이에 RMFR(Recreational Marine Fishing Registry)에 등록하지 않고도 이동성 

바닷고기 종을 바다에서 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환경보존부 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낚시는 뉴욕주에서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일년 내내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 우리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즐길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뉴욕주에서 낚시는 

레크리에이션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발생기로 뉴욕주의 지역 

경제를 지원합니다.” 

 

뉴욕의 스포츠 낚시 산업은 매년 약 18억 정도의 경제 활동을 발생시키며, 거의 

17,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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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도 예상에 따라, Cuomo 주지사의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는 뉴욕주 토지 접근 액세스를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사냥 및 낚시 인프라를 

위해서는 4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2015-16년도 예산은 새로운 자본금 계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연방 Pittman-Robertson 기금과 함께 물고기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관리,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물고기 및 야생동식물 관련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공공 액세스를 개선 및 개발할 것입니다. 올해 투입되는 기금은 

선착장, 탐조 지역, 트레일 및 헌팅 블라인드 등 레크레이션을 위한 기존 주정부 토지 약 

380,000 에이커에 대한 접근을 위한 신규 50개 프로젝트용 600만 달러와 뉴욕주 어류 

부화장의 업그레이드 및 개선용 800만 달러입니다.  

 

이제 단체 및 기관은 무료 낚시 데이 프로그램 외에도 주지사의 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로 개별 무료 낚시 행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 행사는 

교육에 중점을 둔 행사가 되도록 마련된 부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 참가자들은 낚시하는 데 면허가 필요 없으며 레크레이션 바다낚시 등록부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행사 시행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기관은 여기에서 

안내서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낚시일 주말 또는 무료 낚시 행사에서 낚시 면허는 요구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낚시 

규제는 유효합니다. 

 

자유 낚시 행사로 사람들은 무료로 재미 있는 낚시를 즐길 기회가 생겼습니다. 뉴욕주 

낚시 면허를 구입하면 이 스포츠를 지지해줄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dec.ny.gov/permits/6091.html 을 방문하십시오. 

 

자유 낚시 데이동안 실시하는 행사를 포함해 모든 자유 낚시 행사 목록을 보려면 DEC 

웹사이트 를 방문하십시오. 일년 내내 새로운 행사가 목록에 정기적으로 추가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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