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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뉴욕주, 11월 11일 무료 낚시의 날에 참전용사를 기려  

  

뉴욕의 참전용사를 기리고 뉴욕 주민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주의 낚시 기회를 즐기도록 

장려하기 위해 낚시 면허 요구사항 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1월 11일 수요일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에 면허증이 없어도 무료로 낚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은 더 많은 사람이 야외로 나가 

세계적 수준인 주의 낚시 기회를 마음껏 즐기도록 장려합니다. 2015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주 전역에서 인정받은 무료 낚시의 날 전체 일수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매년 참전용사의 날은 무료 낚시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무료 낚시의 날은 우리 참전군인의 

공로를 기리는 방법 중 하나이며,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국가 최고의 낚시 지점을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전문 낚시꾼부터 초보자까지 모든 사람이 무료 낚시의 

날을 활용하고 뉴욕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도록 격려합니다."  

  

무료 낚시의 날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서 관리합니다. 무료 낚시의 날 프로그램은 낚시를 

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포츠를 돈을 들이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취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뉴욕주 낚시 면허를 

구매함으로써 이 스포츠를 후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991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날에 제공되는 

무료 낚시 혜택은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를 기념합니다. 또한 숙련된 낚시 

애호가들이 친구와 가족에게 낚시라는 스포츠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많은 뉴욕 주민이 현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찾기 위해 야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 근처에서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인 낚시를 

즐기는 것은 긴장을 풀고 낚시라는 스포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 낚시의 날 참가자들은 무료 낚시의 날의 경우 낚시 면허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낚시 규제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료 낚시의 날에 참가하지 않는 

16세 이상이 뉴욕에서 낚시를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에서 발급한 낚시 면허증이 있어야 

https://www.dec.ny.gov/outdoor/89821.html
https://www.dec.ny.gov/outdoor/7917.html


 

 

합니다. 낚시 면허는 구입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합니다. 환경보존부 웹사이트에서 낚시 

면허 구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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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려면, 환경보존부의 웹사이트에서 낚시 장소(Places to 

Fish)를 방문하거나, 뉴욕 낚시, 사냥 및 야생활동 앱(New York Fishing, Hunting & 

Wildlife App)을 다운로드하세요.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주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기간 동안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낚시꾼들은 주 전역에 

걸쳐 훌륭한 낚시 기회를 즐기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낚시 목적지, 특히 오스위고 카운티의 살몬 리버(Salmon 

River)에서는 낚시꾼 수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부는 올해 낚시를 할 때 낚시꾼에게 스마트(SMART)를 지킬 것을 상기시키도록 

인기있는 장소에 표지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Socially) 거리두기로 적어도 6피트 거리를 둡니다  

• 마스크(Mask)를 착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주차장 및 오솔길에서 사용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장비를 공유하는 것을 피하십시오(Avoid).  

• 공간을 두고 윤리적인 낚시를 함으로써 동료 낚시꾼들 및 자원을 

존중하십시오(Respect).  

• 물건을 다시 가져가거나(Take)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배를 타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승선하는 사람이 서로 최소 6피트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가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타기 지침 및 안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립공원(State Park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고, 현명하고 안전하게 현지에서 

즐기는 방법(PLAY SMART * PLAY SAFE * PLAY LOCAL)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환경보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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