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9월 28일 토요일을 뉴욕주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로 

발표  

  

전국 사냥과 낚시의 날(National Hunting and Fishing Day) 인정으로 9월 28일 행사 

예정  

  

사냥 및 낚시, 뉴욕 경제와 56,000개 일자리 지원에 49억 달러 이상 기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9월 28일에 뉴욕 거주민은 주 전역의 7,500개 

호수 및 연못, 70,000마일 길이의 강과 하천에서 면허증 없이 무료로 낚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사냥과 낚시의 날(National Hunting & Fishing Day)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개최되어 이러한 스포츠의 숙련자든 초보든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가서 주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냥과 낚시의 풍부한 기회를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업과 사냥은 뉴욕의 오랜 전통이며 어디에서나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활동적인 스포츠 커뮤니티는 이러한 전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번 토요일, 저는 새롭고 숙련된 

낚시꾼과 사냥꾼들이 이번에 개최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시간을 즐기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시길 권장합니다."  

  

사냥, 낚시, 표적 사격 등 야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전국 

사냥과 낚시의 날이 개최됩니다. 이달 Cuomo 주지사는 2019년 9월 28일을 뉴욕주에서 

사냥과 낚시의 날로 인정하고 참가자들에게 스포츠의 혜택과 주의 천연자원, 경제를 

인정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냥과 낚시는 물고기와 야생 동물 자원과 서식지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구축하고 

숙련된 사냥꾼과 낚시꾼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젊은 

사냥꾼과 낚시꾼의 멘토링을 통해 사냥, 낚시 및 레저 사격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합니다. 뉴욕의 사냥꾼과 낚시꾼은 지출 경제에 약 49억 달러를 기여하여 56,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6억 2,300만 달러의 주 및 지방 세금을 지원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afcbc3e9-f3f36554-afc93adc-000babd9fa3f-90e7de21cc3e069a&q=1&u=http%3A%2F%2Fwww.nhfda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url?k=afcbc3e9-f3f36554-afc93adc-000babd9fa3f-90e7de21cc3e069a&q=1&u=http%3A%2F%2Fwww.nhfday.org%2F


 

 

뉴욕 스포츠 면허를 구입하면 사냥꾼과 낚시꾼은 어류와 야생 동물을 보존하고 서식지를 

개선하며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약 7,500만 달러를 창출하게 됩니다.  

  

Basil Seggos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야외 활동으로 사냥과 낚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9년 9월 28일을 뉴욕주의 사냥과 낚시의 날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사냥과 낚시의 풍부한 유산을 인정했습니다. 환경 보존부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이 이번 주말 밖에 나갈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 28일 전국 사냥과 낚시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먼강 물고기 부화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 하우스 및 패밀리 

데이 진행하여, 부화장 투어, 부화장의 내부 작업 비하인드 투어, 이동하는 연어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레이저 사격장, 낚시 시연 및 교육 행사 등을 제공합니다.  

• 전국 사냥과 낚시의 날은 뉴욕에서 지정된 무료 낚시의 날로, 누구든지 주의 

민물에서 낚시를 할 수 있으며 어획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환경 보존부의 청소년 꿩 사냥은 9월 28일 및 29일 뉴욕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 환경 보존부 및 뉴욕 주립 공원, 레저 및 유적지 보존 사무소는는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1회 벨몬트 레이크 주립 공원 여성 낚시 박람회를 

개최하여 재미있게 도와주는 환경에서 실습 교육과 체험 학습을 제공합니다.  

  

9월 28일 당일이나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사냥 기회에는 초기 거위 

시즌, 목도리뇌조(북부 지역) 또는 애디론댁의 조기 곰 시즌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충분한 낚시 기회도 있습니다.  

• 물은 냉각되고 송어는 연못과 하천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애디론댁 연못에서 시냇물 송어를 찾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빠른 낚시는 하천과 

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어 시즌은 대부분 10월 15일쯤 끝이 납니다..  

• 태평양 연어는 레이크 온타리오 지류를, 대서양 연어는 레이크 챔플레인 지류를 

확인합니다. 환상적인 무지개송어 낚시 지점은 이리 호와 레이크 온타리오 호수 

여러 지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뉴욕에서 가장 널리 분포된 큰 물고기, 큰입 및 작은입 배스는 몬탁에서 버펄로에 

이르기까지 주 전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사냥 및 낚시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ec.ny.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https://www.dec.ny.gov/permits/96306.html
https://www.dec.ny.gov/outdoor/21663.html
https://www.dec.ny.gov/outdoor/89821.html
https://www.dec.ny.gov/outdoor/9349.html
https://www.dec.ny.gov/press/118147.html
https://www.dec.ny.gov/outdoor/28888.html#Canada
https://www.dec.ny.gov/outdoor/28888.html#Canada
https://www.dec.ny.gov/outdoor/29457.html
https://www.dec.ny.gov/outdoor/28605.html
https://www.dec.ny.gov/outdoor/62216.html
https://www.dec.ny.gov/outdoor/62216.html
https://www.dec.ny.gov/outdoor/hunting.html
https://www.dec.ny.gov/outdoor/fishing.html
http://www.dec.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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