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은 2022년 6월 21일에 변경되었으며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확인 혹은 NYSDEC에서 보내드리는 이메일 소식 등록은 웹사이트 참고: www.dec.ny.gov 

오락용 바다낚시 제한 
뉴욕주 해양 및 해안지구 

 

2021년 4월 21일 자부터, DEC에 따라 낚시꾼들이 미끼로 줄농어를 낚을 때 원형 훅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원형 훅 및 모범 바다낚시 사례에 대해 다음 링크에서 알아보십시오. www.dec.ny.gov/outdoor/8377.html 

 
뉴욕 오락용 바다낚시 등록처에 등록: 1-866-933-2257 또는 www.dec.ny.gov/permits/54950.html 

 
현재 발효 중인 규정을 전화  (631) 444-0430 또는 웹사이트 www.dec.ny.gov/outdoor/7894.html를 통해 알아보십시오. 

국무부의 공식 규정이 DEC 규정의 공식 출처입니다. 

 

어종 최소 크기(1) 
(인치 기준 총 길이) 

일일 조어 제한 
(생선 개체 수) 허용 시즌 

윈터 플라운더 12 2 4월 1일~5월 30일 

줄농어: 허드슨강(2) 
(조지 워싱턴 다리 북단) 

포획 금지 크기: 
18~28 

28인치를 초과, 
18인치 미만은 포획 

금지 

1 4월 1일 ~ 11월 30일 

줄농어: 바닷물(2) 
(조지 워싱턴 다리 남단) 

포획 금지 크기: 
28~35 

35인치를 초과, 
28인치 미만은 포획 

금지 

1 4월 15일~12월 15일 

*새로운 2022* 
서머 플라운더(넙치) (3) 18.5 4 5월 1일~10월 9일 

*새로운 2022* 
블랙 씨배스(4) 16 3 

6 
6월 23일~8월 31일 
9월 1일~12월 31일 

오이스터 토드피시 10 3 6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터톡(블랙피시) 
*롱아일랜드 사운드 지역 

16 2 
3 

4월 1일~4월 30일 
10월 11일~12월 9일 

터톡(블랙피시) 
*뉴욕 바이트 지역 16 2 

4 
4월 1일~4월 30일 

10월 15일~12월 22일 

미국 뱀장어 9 

25마리(1인당) 
50마리(허가증이 있는 
낚싯배/전세 보트에 승선한 

낚시꾼) 

1년 내내 

미국 뱀장어  
미끼 전용 
New York City: 할렘 및 이스트강 및 
허드슨강 북단에서 트로이 댐까지 

9~14(미끼 전용 
사용이 아닐 경우 포획 

금지) 

25(미끼 전용 사용이 아닐 
경우 포획 금지) 

1년 내내(미끼 전용 사용이 
아닐 경우 포획 금지) 

http://www.dec.ny.gov/outdoor/8377.html
http://www.dec.ny.gov/permits/54950.html
http://www.dec.ny.gov/outdoor/7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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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 최소 크기(1) 
(인치 기준 총 길이) 

일일 조어 제한 
(생선 개체 수) 허용 시즌 

대서양 대구 21 10 1년 내내 

애틀랜틱 멘헤이든 
 

크기 제한 없음 100 1년 내내 

블루피시(“스내퍼” 포함) 크기 제한 없음  

3마리(1인당) 
5마리(허가증이 있는 

낚싯배/전세 보트에 승선한 
낚시꾼) 

1년 내내 

날새기 37 2 1년 내내 

해덕대구 18 제한 없음 1년 내내 

히코리 섀드 크기 제한 없음 5 1년 내내 

킹매커럴 23 3 1년 내내 

몽크피시(아귀) 17 
꼬리 길이 11인치 제한 없음 1년 내내 

폴록 19 제한 없음 1년 내내 

레드 드럼 크기 제한 없음 

꼬리 길이 27인치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음  

꼬리 길이 27인치 이하인 
경우 포획 금지 

1년 내내 

*새로운 2022* 
스컵(도미) 10 

30 
 

50 라이센스가 있는 
파티/용선 보트에 승선한 

낚시꾼의 경우 

1년 내내 
 

9월 1일~10월 31일 

스패니시 매커럴 14 15 1년 내내 

위크피시 

16 
필렛 손질 10인치(6) 

드레스 손질 
12인치(7) 

1 1년 내내 

노란꼬리 각시가자미 13 제한 없음 1년 내내 

애너드러머스 리버 헤링 
(조지 워싱턴 다리 북단) 크기 제한 없음 10마리(낚시꾼 인당) 

50마리(낚싯배/1일) 3월 15일~6월 15일 

애너드러머스 리버 헤링(8) 

(조지 워싱턴 다리 남단) 포획 금지 포획 금지 포획 금지 

미국 청어 포획 금지 포획 금지 포획 금지 

애틀랜틱 스터전 어획 
금지(모라토리엄) 포획 금지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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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톡(블랙피시) 규정은 롱아일랜드 사운드 지역(해수는 스록스 넥 브리지 동단과 오리엔트 포인트, 뉴욕에서 RI 워치 힐로 이어지는 
라인의 서단 방면으로 흐름) 및 뉴욕 바이트 지역(해수는 롱아일랜드 사운드 지역 바깥으로 흐름)에 따라 상이함 
(1) 몸길이 측정은 생선을 측정 도구에 평평히 누이고, 입을 닫은 주둥이 끝에서부터 꼬리지느러미를 한데 모은 상태에서 지느러미 
끝까지 가장 긴 직선 길이를 측정함. 예외: 블랙 씨배스는 입을 닫은 채 주둥이(또는 턱)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측정하며, 가느다란 꼬리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2) 오락용 줄농어 낚시에서는 반드시 논 오프셋(인라인) 원형 훅을 사용해야 하며, 산 것과 죽은 것, 전체 또는 일부, 해양 또는 수생 생물 
또는 지구상 무척추동물 중 정의된 것으로 미끼를 사용해야 함. 면제: 인공 루어 낚시에서는 상기 정의한 미끼가 끼워져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형 훅은 필수가 아님. 
(3) 서머 플라운더는 해안으로 가져올 때까지 머리나 꼬리가 제거되었거나, 전처리가 되었거나, 커팅 또는 필렛 처리가 되었거나, 껍질이 
제거되었을 수 있으며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음: 법적 크기 넙치의 흰 부분 필렛 또는 흰 껍질만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제거되었을 수 
있음. 어두운 부분이 온전한 넙치 사체는 반드시 크기 제한 및 조어 제한 기준에 맞춰야 함. 
(4) 블랙 씨배스는 입을 닫은 채 주둥이(또는 턱)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측정하며, 가느다란 꼬리 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5) 낚싯배/전세 보트 이용객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스컵 50마리 넘게 포획한 경우 반드시 허가증이 있는 선박의 원 요금 
영수증(날짜 기입요)이 있어야 함. 
(6) 필렛 길이는 생선을 측정 도구에 평평히 누이고, 껍질은 반드시 온전히 유지된 상태로, 등뼈에서 세로로 길게 잘라낸 살점 부분을 
끝에서 끝까지 가장 긴 직선 길이를 측정함. 
(7) 드레스 길이는 생선을 측정 도구에 평평히 누이고, 머리를 제거하고 꼬리지느러미가 온전한 생선의 가장 앞쪽 부분부터 
꼬리지느러미를 한데 모은 상태에서 지느러미의 가장 긴 부분까지 가장 긴 직선 길이를 측정함. 
(8) 애너드러머스 리버 헤링은 6 NYCRR 10항(허드슨강과 그 지류 및 리버 마일 11의 조지 워싱턴 다리 북단의 만 제외)의 정의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