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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3월9일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LAKE PLACID에서에서에서에서 2014 ADIRONDACK 윈터윈터윈터윈터 챌린지에챌린지에챌린지에챌린지에 참가참가참가참가 

 

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업스테이트 스키장으로스키장으로스키장으로스키장으로 방문객을방문객을방문객을방문객을 이끌고이끌고이끌고이끌고 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 스테이트의스테이트의스테이트의스테이트의 겨울겨울겨울겨울 관광을관광을관광을관광을 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진흥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I Ski NY’ 

버스의버스의버스의버스의 출범출범출범출범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4 Adirondack 윈터 챌린지에 참가하여 Lake Placid의 Kushaqua 

트레일에서 스노우모빌을 탔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겨울 관광을 홍보하는 행사인 Adirondack 

윈터 챌린지는 뉴욕주 전역에서 400여명의 주 및 지역 선출직 관리, 스탭 및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늘의 행사에서 주지사는 2014-2015 겨울 스키 시즌을 위해 

뉴욕시와 토론토로부터 13개 업스테이트 스키 산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새로운 전용 버스 

라인인 ‘I Ski NY’ 버스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Adirondack 윈터 챌린지의 사진은 여기, 여기 및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겨울 리조트들의 본고장인데 미국의 어떤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스키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완벽한 겨울의 관문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스키 슬로프, 스노우모빌 트랙, 하이킹 트레일 및 멋진 경치로 우리는 

뉴요커들이 뉴욕주에 머물러야 함을 알고 모든 주 바깥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업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때 환영받는다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관광은 뉴욕주의 큰 비즈니스인데 I Ski NY 버스는 미국 최고의 겨울 레크레이션 활동 및 

명소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CEO 겸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는 말했습니다. 

 

2014-2015 ‘I Ski NY’ 버스버스버스버스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주정부는 뉴욕시와 캐나다 토론토로부터 방문객을 유인하여 업스테이트 스키장으로 모시기 위한 I 

Ski NY 버스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현재는 Hunter산 및 Windham산 등 두 산만 뉴욕시에서 버스 

교통이 꾸준하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은 뉴욕시  투어 회사와의 관계를 확립하여 평일 및 

주말 운행으로 스키어와 스너우보더들을 버스에 가득 태워 업스테이트로 데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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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비스 확대는 뉴욕주의 많은 스키장들이 뉴요커들과 방문객들의 교통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음이 될 것입니다. 이 새 계획에 의거 주정부는 뉴욕시에서부터 

13군데의 산까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립된 뉴욕 시티 투어 회사들이 

Hunter나 Windham으로 가지 않을 때는 I Ski NY 버스가 운행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서부 뉴욕주 

스키장을 같은 교통 기회에 노출시키기 위해 토론토로부터의 2차 시장도 포함합니다. 

 

뉴욕시로부터 다음 13군데 산까지의 운행이 제공될 것입니다:  

Hudson Valley/Adirondacks/Catskills 지역: Thunder Ridge, Belleayre, Plattekill, Hunter, 

Windham, West, Gore, Whiteface 및 Catamount산 

중부 뉴욕주 지역: Greek Peak, Toggenburg, Labrador 및 Song산 

 

토론토로부터 서부 뉴욕주의 다음 6군데 산까지의 운행이 제공될 것입니다: Bristol, Holiday Valley, 

Titus, Kissing Bridge, Peek n Peak 및 Swain 산. 

 

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뉴욕주의 관광관광관광관광 산업산업산업산업 

 

뉴욕주의 관광 산업은 주의 최상위 고용주 및 경제 창출자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추정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880만명이나 더 많은 관광객이 뉴욕을 방문하여 관광객 방문 수가 4.2%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업계는 뉴욕주세와 지방세로 77억 달러를 

창출하였고, 직접 지출은 613억 달러에 이르러 2012년과 비교해 7% 늘어나고 미국 평균의 두 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2013년에 24,8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3.1% 증가하였고 미국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레저와 접객 

서비스 분야는 2013년에 818,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관광업을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일자리 부문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 Adirondack 윈터윈터윈터윈터 챌린지챌린지챌린지챌린지 

 

업스테이트 관광을 더욱 진흥하기 위해 주지사는 또한 2014 Adirondack 윈터 챌린지를 Lake 

Placid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주에서 온 참가자들은 컬링, 아이스하키, 아이스 스케이팅, 토보간, 

알파인 스키(Whiteface산), 봅슬레드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Mt. Van Hoevenberg) 등의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들이 챌린지에 참가하였습니다: 

 

상원의원 Elizabeth Little 

상원의원 Joseph Griffo 

하원의원 Michael Bened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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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 Michael Cusick 

하원의원 Janet Duprey 

하원의원 Charles Lavine 

하원의원 Donna Lupardo 

하원의원 J. Gary Pretlow 

하원의원 Andrew Raia 

하원의원 Addie Russell  

하원의원 Joseph Saladino 

하원의원 Angelo Santabarbara 

하원의원 Michelle Schimel 

하원의원 Michaelle Solages 

하원의원 Daniel Stec 

하원의원 Keith Wright 

하원의원 Kenneth Zebrows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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