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 뉴욕주에서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시행 발표  

  

주정부는 11월 11일 월요일 낚시 면허 요건을 면제하여 참전용사 기념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은 대중이 야외로 나가 뉴욕의 낚시 기회를 

즐기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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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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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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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세계적 수준의 낚시 기회를 마음껏 즐기도록 장려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낚시를 즐기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을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은 미국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나라에 대한 중대한 공헌을 기념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이와 더불어 그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뉴욕 수역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주 전역에서 인정받은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전체 일수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매년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은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은 숙련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다양한 낚시 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에 제공되는 무료 낚시 헤택은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를 기념합니다. 또한 숙련된 낚시 애호가들이 친구가 가족에게 낚시라는 스포츠를 

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낚시와 관광은 업스테이트 경제에 큰 원동력입니다. 

약식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보존부(DEC)의 어업 관리로 인해 뉴욕의 어업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의 낚시와 사냥을 위한 

뉴욕 오픈 프로그램(NY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주 

환경보존부(DEC)에서 관리합니다. 무료 낚시의 날 프로그램은 낚시를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보람있는 스포츠를 돈을 들이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취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뉴욕주 낚시 면허를 구매함으로써 이 

스포츠를 후원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199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 참가자들은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의 

경우 낚시 면허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낚시 규제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료 낚시의 날(Free Fishing Days)에 참가하지 않는 16세 이상이 

뉴욕에서 낚시를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에서 발급한 낚시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낚시 

면허는 이제 구입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합니다. 환경보존부(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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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낚시 기회에 대해 알아보려면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의 낚시 장소(Places to 

Fish)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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