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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CONNETQUOT 강강강강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의공원의공원의공원의 부화장부화장부화장부화장 재개재개재개재개 및및및및 송어송어송어송어 낚시낚시낚시낚시 재개를재개를재개를재개를 발표발표발표발표 

 

부화장은부화장은부화장은부화장은 강강강강 어업어업어업어업 및및및및 Long Island 주립주립주립주립 공원에공원에공원에공원에 35,000만만만만 마리마리마리마리 송어송어송어송어 생산생산생산생산 예상예상예상예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onnetquot 강 주립 공원의 부화장이 내년에 다시 개장할 것이며 

Long Island의 Connetquot 강의 풍부한 송어 낚시의 전통을 다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 보호 기금은 이번 겨울에 시작하는 역사적인 부화장 개선에 대해 15만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 주립 공원은 오랜 시간 카운티에서 최초의 낚시 목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Connetquot 강에서 물고기 수를 유지를 복원하여 이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부화장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각지의 

낚시꾼들이 소중한 송어를 잡기 위해 Connectquot에 올 것을 보장하고 이 Long Island의 민물 

낚시의 풍부한 문화 유산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감염성 췌장 괴사(IPN)가 검출 된 이후 Oakdale에 있는 부화장은2008년 이후 폐쇄되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IPN은 레인보우 송어, 민물 송어와 갈색 송어를 포함하여 어린 물고기와 

연어 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주립 공원은 환경 보전국(DEC)과 함께 강의 

물고기에서 IPN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화장을 재 개장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였습니다. 

 

재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부화장에 지하수의 신선한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보안 우물과 발전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작업은 올 가을에 시작될 것입니다. 

물고기 양식은 2015년에 시작될 것이며 1차 송어 방류는 2016년 하반기 혹은 2017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Connetquot 강 어업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Caleb Smith 주립 공원 보존 및 다른 

Long Island 공원을 위한 송어를 공급하고 연간 기준으로 크기 12인치 혹은 그 이상의 송어를 

3만에서 3만 5천톤까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화장에서 전량 생산이 될 때까지, 공원은 

외부에서의 송어로 강을 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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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Cuomo 주지사의 지역 경제 개발위원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여된 15만 달러의 

환경 보호 기금의 보조금에 의해 투자됩니다. Connetquot의 친구들 및 기타 지역 낚시 클럽은 

물고기 배양을 위해 필요한 알 구매에 1만 달러를 기여할 것입니다. 

 

부화장을 다시 여는 것은 뉴욕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사냥과 낚시의 

기회를 촉진하려는 주지사의 노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주지사의 NY Works 

이니셔티브는 109개의 공원과 역사 유적지에서 179개의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4억 

2100만 달러의 자본 자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주립 공원 국장 Rose Harvey는 “저는 Connetquot에 풍부한 고품질의 송어를 유지하도록 주가 도울 

수 있도록 Connetquot의 친구들과 지역 낚시 클럽들과 제휴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는 Cuomo 

주지사의 주립 공원 시설의 재개 및 활성화와 관광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잠재적인 거대한 

경제를 극대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헌신에 있어 또 다른 큰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nnetquot의 친구들 책임자이자 Long Island 주립 공원 위원회 회원인 Richard Remmer는 “이는 

낚시꾼, 학생 및 경제를 위한 윈-윈 시나리오입니다. Cuomo 주지사, 뉴욕 주립 공원 국장 Rose 

Harvey 및 지역 책임자 Wayne Horsly의 노력 덕분에, 전쟁피해자, 복구를 위한 캐스팅, 스카우트와 

BOCES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Connetquot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제 아이들과 저는 

모두Connetquot에서 낚시를 배웠습니다. 부화장을 재개하면서 이 놀라운 기회가 다음 세대에도 

가능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C 위원 Joe Martens은 “송어 낚시는 뉴욕의 낚시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였으며 

이제 우리는 그들이 Connetquot 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에서 낚시, 사냥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확대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이 부화장은 Long Island의 낚시꾼과 지역 사회에 혜택을 제공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Cuomo 지사는 주내 및 주외 남녀 스포츠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개선하고 주 전역의 

관광 기회를 증진하면서 뉴욕의 낚시 및 야생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낚시 사냥을 위한 NY Open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지원에서, NY Works 자금의 1천만 달러가 물고기 

부화장 수리, 보트 선착장, 사냥 블라인드, 산책로 및 주차 구역 등 50개의 새로운 땅의 접근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스포츠피싱 협회(American Sportfishing Associ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주는 

플로리다주 다음으로 낚시 수입이 많습니다. 스포츠피싱은 뉴욕 주에서 총 45억 달러의 수입과 

32,000개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73 에이커의 Connetquot 강 주립 공원 보존은 남쪽 스포츠맨 클럽으로 1866년에 설립되어 

1973년에 주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사슴과 물새가 다양하며 물수리를 포함한 풍부한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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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새가 존재하며 자연 서식지에는 수많은 희귀 식물들이 있습니다. 보존 구역은 또한 50 

마일 길이의 하이킹, 승마, 크로스 컨트리 스키 및 자연 산책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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