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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월 17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관광자문위원회에관광자문위원회에관광자문위원회에관광자문위원회에 전전전전 BUFFALO BILLS러닝백러닝백러닝백러닝백 THURMAN THOMAS를를를를 

임명했다고임명했다고임명했다고임명했다고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Thurman Thomas를 뉴욕주 관광자문위원회에 임명했다고 발표하면서 그가 

부의장 직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유명인사인 뉴욕 주민 Thurman Thomas를 뉴욕주 관광자문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Thomas씨는 풋볼 경기장에서 Buffalo를 대표하는 인물로 뛰었으며 연속 4회 슈퍼볼에 

진출한 Bills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뉴욕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Thomas씨는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업스테이트 뉴욕을 전세계 관광객들의 

제 1관광지로 만들고 우리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Thomas씨는 1990년대에 Buffalo Bills 풋볼팀을 4회 연속 슈퍼볼에 진출하도록 이끌었고 

프랜차이즈의 러싱 기록(rushing record)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Bill 구단의 일원으로서 뛰어난 

활동을 시작하고 끝낸 후 2007년 프로 풋볼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Thomas씨는 현재 

Buffalo에 살고 있으며 Legends Energy Group을 설립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관광자문위원회에 저를 임명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Thurman 

Thomas 가 말했습니다. “Buffalo와 뉴욕 서부지역이 적합한 대표와 홍보 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주지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광자문위원회는 Thurman Thomas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는 다음 달 열리는 슈퍼볼과 같이 멋진 경기로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라고 관광자문위원회의 Cristyne L. Nicholas 의장이 말했습니다. “I Love New York은 

Thurman의 리더십을 통해 지난 여름 뉴욕주에서 개최되어 큰 성공을 거둔 PGA Championship과 

다가올 Empire State 경기와 같은 주요 스포츠 경기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좋은 지도와 혜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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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관광자문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자문을 하고 뉴욕주의 관광 활동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여행 및 휴가 비즈니스, 컨벤션 사무국, 문화시설, 

테마 파크 및 관광지, 호텔 및 모텔, 레스토랑,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비즈니스, 야영지, 스키 

시설, 포도주 양조장, 명예의 전당, 여행사 및 운송회사를 비롯한 관광업계 대표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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