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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월 28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5명의명의명의명의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체육인들이체육인들이체육인들이체육인들이 2014년년년년 동계동계동계동계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및및및및 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경기에경기에경기에경기에 참가함을참가함을참가함을참가함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뉴욕주는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기념품기념품기념품기념품 전시로전시로전시로전시로 과거과거과거과거 및및및및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동계동계동계동계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선수들을선수들을선수들을선수들을 기릴기릴기릴기릴 예정예정예정예정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금을금을금을금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경쟁하는경쟁하는경쟁하는경쟁하는 선수들선수들선수들선수들 중에는중에는중에는중에는 금메달리스트금메달리스트금메달리스트금메달리스트, 세계챔세계챔세계챔세계챔피언피언피언피언 및및및및 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주방위군 군인들도군인들도군인들도군인들도 포함포함포함포함  

오늘 Andrew M. Cuomo 지사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는 2014 동계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25명의 뉴욕주 선수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 선수들과 과거의 뉴욕주 출신 동계 올림픽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 Empire State Plaza의 중앙홀에서는 역사적 올림픽 기념물을 전시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및 현재의 모든 뉴욕주 출신 동계 올림픽 선수들의 이름이 액자에 올라 주정부 청사에 걸릴 

것이며, 그후에는 Lake Placid의 올림픽지역개발청(ORDA) 시설에서 전시될 것입니다.  

 

이 25명의 뉴욕주 선수들은 주와 국가를 대표하여 2014년 2월 6일부터 올림픽 금을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 경기는 2014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장애인 올림픽 경기는 

2014년 3월 7일에 시작하여 2014년 3월 16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을 배출해온 오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25명의 엘리트 경쟁자들은 세계의 가장 명망있는 

스포츠 행사에서 주와 국가를 대표할 것인데 우리는 이들을 뉴요커라고 부르는 것이 영광입니다. 

본인은 모든 선수들에게 최고의 행운을 빌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들의 놀라운 위업을 보기 

바랍니다.” 

 

주지사의 2014-2015 집행예산은 Lake Placid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장소를 뉴욕주 체육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른 선수들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림픽지역개발청(ORDA)을 위한 

신규 자본 예산 94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10여 가지의 행사에서 경쟁할 25명의 뉴욕주 선수들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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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스키스키스키  

• Andrew Weibrecht (Lake Placid, NY) 

• Ashley Caldwell (Plattsburgh, NY), aerial skiing. 

 

이번은 Weibrecht의 두 번째 동계 올림픽 경기입니다. 2010년에 그는 남자 수퍼-G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스키스키스키스키 점프점프점프점프  

• Peter Frenette (Saranac Lake, NY)  

 

이번은 Frenette의 두 번째 동계 올림픽 경기입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시에 Frenette은 

17세로서 미국 최년소 선수였습니다. 

 

바이애슬론바이애슬론바이애슬론바이애슬론  

• Lowell Bailey (Lake Placid, N.Y.)  

 

• Tim Burke (Paul Smith, N.Y.)  

 

• Annelies Cooke (Saranac Lake, N.Y.).  

 

 

봅슬레이봅슬레이봅슬레이봅슬레이  

• Jamie Greubel (Lake Placid, N.Y.)  

 

• Nicholas Cunningham (Lake Placid, NY)  

Sergeant in the New York Army National Guard, 1156th Engineer Company 

• Justin Olsen (Lake Placidd, NY)  

뉴욕주 육군 방위군, 합동군본부, 병장. 

 

이번은 Greubel의 첫 번째 올림픽 경기로서 여자 봅슬레드팀에 데뷰합니다. Greubel은 이번 

시즌에 5개의 월드컵 메달, 즉, 금 1, 은 1 및 동 3개를 땄습니다.  

 

이번은 Olsen의 두 번째 올림픽 경기입니다. 봅슬레드 “푸셔”로서 그는 2010년 밴쿠버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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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이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루지루지루지루지  

• Erin Hamlin (Remsen, NY)  

 

• Chris Mazdzer (Saranac Lake, NY) 

 

• Aidan Kelly (West Islip, NY) men’s singles luge  

 

• Matt Mortensen (Huntington Station, NY) doubles luge  

뉴욕주 육군 방위군, 제 1156 공병중대, 병장 

 

Hamlin은 2009년 여자 싱글 루지 세계 챔피언입니다. 

 

Mazdzer는 2개의 월드컵 은메달을 땄습니다. 

 

 

노르딕노르딕노르딕노르딕 복합복합복합복합  

• Bill Demong (Vermontville, NY) 

 

이번은 Demong의 두 번째 동계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는 2010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개인 메달을 딴 미국 최초의  노르딕 복합 선수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단체 

경기에서 미국 팀에 은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Demong은 또한 폐막식에 미국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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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남자남자남자 하키하키하키하키  

• Dustin Brown (Ithaca, NY) 

 

• Jimmy Howard (Ogdensburg, NY) 

 

• Patrick Kane (Buffalo, N.Y.) 

 

• Ryan Callahan (Rochester, NY) 

 

• Brooks Orpik (Amherst, NY) 

 

• Kevin Shattenkirk (New Rochelle, NY)  

 

여자여자여자여자 하키하키하키하키 

• Josephine Pucci (Pearl River, NY) 

 

남자남자남자남자 스켈레톤스켈레톤스켈레톤스켈레톤  

• John Daly (Smithtown, NY)  

 

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 James Joseph (New Hartford, NY), wheelchair curling 

 

• Adam Page (Lancaster, NY) sled hockey 

 

• Paul Schaus (Buffalo, NY), sled hockey 

 

Lake Placid 및및및및 ORDA의의의의 역사역사역사역사 

 

Lake Placid는 1932년과 1980년 2번이나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단 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Lake Placid는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 훈련센터(OTC) 단 세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Lake Placid 

OTC는 바이애슬론, 봅슬레드,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루지, 노르딕 스키, 스켈레톤, 스키 및 

스피드 스케이팅을 포함하여 많은 겨울 스포츠가 이용합니다. 이 OTC는 또한 복싱, 카누, 체조, 

카약, 유도, 조정,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태권도, 팀 핸드볼, 수구 및 레슬링을 포함하여 하계 

선수들도 활용합니다.  

 

사상 최초의 동계 올림픽 메달은 뉴욕주 선수 Charles Jewtraw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는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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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id 출신으로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역사적 메달은 현재 1980년 

대회시에 “얼음 위의 기적”이 일어난 유명한 올림픽센터 안에 위치한 Lake Placid 동계 올림픽 

박물관에 놓여 있습니다.  

 

1980 동계 올림픽 후 1982년에 뉴욕주는 그러한 올림픽 동안 사용되었던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뉴욕주 올림픽지역개발청(ORDA)을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날, ORDA는 모두 Lake Placid에 위치한 

올림픽센터,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 및 올림픽 스포트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스키 

리조트가 있는 3개의 산을 운영합니다. 본 청은 수 백건의 국제 및 국내 챔피언십을 개최하여 

섬기는 지역에 수 백만명의 선수와 관중을 불러모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Lake Placid는 FIBT 월드컵 

봅슬레드 및 스켈레톤 대회와 FIS 프리스타일 월드컵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대회는 경쟁하는 모든 

국가들을 위해 올림픽 선수 선발 대회 구실을 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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