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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의 상업적인 농어과 어류 낚시 시즌 연장 발표  

 

10월 13일까지 낚시 시즌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가 상업적인 농어과 어류(black sea bass) 

낚시 시즌을 10월 13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9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의 열대 폭풍으로 농어과 어류 도래율이 낮아짐에 따라, 뉴욕의 

강들은 연장된 수확 시즌 동안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업적 낚시는 뉴욕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우리 

주 경제의 핵심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는 특히 롱아일랜드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연장은 

해당 어부들이 낚시 활동을 해서, 생계를 꾸리고, 최근의 혹독한 기후에 의해서 야기된 

어업 중단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어류 도래 데이터에 대한 검토 후, 환경보존부 및 해양자원국은 담당자는 

상업적 낚시 시즌이 연장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의 하루 50파운드 어획량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업적 낚시와 여가용 낚시는 

우리 주의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환경보존부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업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어류 도래를 계속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방/주 어업 관리 공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 시즌을 조정할 것입니다.” 

 

농어과 어류와 같이 상업적으로 어획되는 소정의 어종의 경우, 연간 상업적 쿼터 할당이 

국립 해양 어업 서비스(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및 대서양 연안주 해양 어업 

위원회(Atlant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어획량 제한 

및 쿼터 관리 계획 등과 같은 어업 관리 도구는 쿼터가 관리되는 어종에 대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주 상원의원 Ken LaVa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롱아일랜드의 어업을 돕고, 

이스트 앤드에서 어업을 성공 가능한 경제적 엔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존부가 농어과 어류 낚시 시즌을 

연장함으로써 어업계의 필요에 부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통해서 



어민들은 최근의 혹독한 기후로 인해 손실을 본 일정 수입을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Fred W. Thiele,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의 상업적인 

농어과 어류 낚시 시즌을 연장한 점에 대해 환경보존부에 감사드립니다. 열대 폭풍 

허민(Hermine)이 여러 날 동안 롱아일랜드 연안을 강타했으며, 우리 지역과 연안의 

강에서 위험하고 낚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업적 어민들은 뉴욕의 연간 어획량 쿼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롱아일랜드와 뉴욕 경제에서 보다 많은 소비를 창출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는 농어과 어류 어획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업적 어민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업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더 형평성이 있는 

개정된 연방 관리 전략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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