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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8월 8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주주주주 전역에전역에전역에전역에 걸쳐걸쳐걸쳐걸쳐 이번이번이번이번 여름의여름의여름의여름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관광관광관광관광 명소를명소를명소를명소를 강조강조강조강조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호텔호텔호텔호텔, 레스토랑레스토랑레스토랑레스토랑, 역사역사역사역사 투어투어투어투어 및및및및 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 경험은경험은경험은경험은 그그그그 어느어느어느어느 때보다때보다때보다때보다 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엠파이어 스테이트를스테이트를스테이트를스테이트를 

방문해야방문해야방문해야방문해야 할할할할 이유를이유를이유를이유를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들과 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서 이번 여름에 

새롭고 흥미로운 활동을 활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스릴 놀이기구, 식사 장소 및 

엔터테인먼트 개념 뿐만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탐구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번 시즌에 뉴욕 주를 탐험하는 것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 주는 매 시즌 수백 만의 여행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번 여름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요커와 관광객 모두 야외 탐험에서 가족 

친화적인 활동에서 최고의 요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목적지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모든 방문자에게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제공하는 것의 최고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명소의 다양성과 접근성은 국가의 모든 구석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들은 주남부의 Saratoga Springs으로 내려가고 Cayuga Lake에서 

숙박하고 Long Island에서 실내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Lake George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뉴욕 주에 걸쳐 방문할 흥미로운 새로운 장소, 머물고 먹을 장소들의 일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해야해야해야해야 할할할할 것과것과것과것과 가야가야가야가야 할할할할 곳곳곳곳 

 

Adirondacks: 

Extreme Supernova은 Lake George에 있는 The Great Escape & Splashwater Kingdom의 새로운 

놀이기구로 고객들에게 아드레날린이 솟는 진자 그네를 태워 공중에서 50피트 떠있는 곳에서 도는 

탐험을 제공하고 스윙과 함께 몸이 뒤집힌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회전을 제공합니다. 이 

놀이기구는 스릴 있는 놀이 기구와 가족 놀이 기구 및 워터 파크가 있는 공원의 135개의 

놀이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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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토지 구입 덕분에, Indian Lake의 Adirondack 공원에서 가장 높은 자유 낙하 폭포인 OK Slip 

Falls가 공개됩니다. Square Eddy Rafting Outfitter은 뉴욕 주 땅에서 새로 인수한 땅을 탐구하는 

“Hike In – Raft Out”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중급 수준의 하이킹에서 폭포 정상까지 올라가 

Hudson 강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등산객들은 뗏목을 이용하여 Hudson 강에서 급류를 타고 

떠다니며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역사투어역사투어역사투어역사투어(Explore History Tours)는 Lake George 주변의 역사적인 장소를 1750의 박물관 품질 기간 

드레스의 가이드와 함께 도보 투어 하는 것이며 올해 저녁 투어를 추가했습니다. 저녁 투어는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출발하여 모든 연령과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 가능하며 1시간 반 동안 

0.75마일을 걷습니다. 

 

새로운 자전거점인 LeepOff Cycles가 주 노선 86번 Wilmington에서 개점하여 산악 자전거 및 모든 

유형의 자전거를 판매합니다. Wilmington은 잘 유지된 산책로 및 도로 자전거를 위한 좋은 경치로 

인해 산악 자전거족에게 좋은 목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Lake Placid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두 개의 새로운 기업이 관심의 폭을 보여줍니다: Jin Jin’s은 

세련되고 편안한 옷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의류 Saratoga Olive Oil의 새로운 지점은 맛이 가미된 

오일과 식초 및 현장에서 시식이 가능한 다른 미식 제품들은 제공합니다.  

 

Indian 호수는 지난 해에 주 노선 30에 2개의 전문점을 추가했습니다: Kim’s Country Corner는 

선물과 홈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수집점이며 Adirondack Pickle Ladies는 집에서 만든 피클 

제품과 홈메이드 빵, 그래놀라, 파이 그리고 다른 디저트를 만듭니다. 

 

캐피털캐피털캐피털캐피털-사라토가사라토가사라토가사라토가(Capital-Saratoga): 

Spa City Market은 라이브 음악과 어린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 섹션을 제공하면서 고급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연중 열리는 농민 시장이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진행하며 Saratoga Springs의 역사적인 Lincoln Bath House에서 

열립니다. 여름에 시장은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Catskills: 

영화 “더티 댄싱”에 배경으로 잘 알려진 Borscht Belt중 하나인 Sullivan 카운티의 상징적인 

1,300에이커의 Kutscher 리조트가 Veria Lifestyle에 판매되어 2015년에 개장하는 건강한 생활 

리조트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핸콕 기반의 국제 사냥 및 낚시 가이드 Jim “Coz” Costolnick에서 그의 회사인 Border Water Outfitters 

에 Paddle and Peddle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Trex Hybrid 

자전거를 대여하고 추천 경로를 제안합니다. 카누와 카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여는 필수 

안전 장비를 포함합니다. 보트 사용자들은 Cannonsville Reservoir 혹은 Delaware 강의 물에서 즐길 

수 있으며 가게는 그들의 선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셔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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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 Lakes: 

뉴욕 최고의 농업, 엔터테인먼트, 교육, 산업과 기술은 최고의 즐거움이 Great New York State 

Fair,로 한자리에 모이며 이는 Syracuse의 State Fairgrounds에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박람회는 375 에이커 이상의 부지에서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롤러코스터인 RC48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 게임과 새로운 놀이기구 및 동물, 전시 등을 할 것입니다. Brad Paisley, Carrie 

Underwood 및 Barenaked Ladies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거물들의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군침이 도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될 것입니다. 뉴욕 요리 현상금의 최고를 

맛보고 구매하러 Taste New York 시장 및 천막에 들러주세요! 

 

Syracuse의 Destiny USA는 2개의 새로운 스릴 넘치는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WonderWorks Destiny USA은 새로운 13개와 육군의 가장 유명한 시스템 중 하나로 

공중에서 탐색하는 능력을 느낄 수 있는 Apache Helicopter시뮬레이션을 소개합니다. 

· Billy Beez은 꿀벌들과 그 동료 및 열대 우림 생태계의 모험을 토대로 하는 실내 

놀이/엔터테인먼트 센터로 아이들을 환상적인 여행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들이 열대 

우림을 탐험하면서, 아이들은 공원의 상징적인 레인보우 슬라이드, 트램폴린, 장애물 

코스와 등반 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Bristol Mountain Aerial Adventures은 Canandaigua의 숲 캐노피에 설치된 모험 공원으로 7개의 다른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 다른 과정을 제공하며 이번 봄에 개장했습니다. 각 과정은 이러한 집 라인, 

좁은 줄 걷기, 로프 사다리와 교량 등 12개에서 15개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Roseland Bowl Family Fun Center은 최근에 확장한 Canandaigua에 위치한 18,000에이커의 

엔터테인먼트 센터이며 레이저 태그와 범퍼카와 30개의 새로운 아케이드 게임에서 44개의 볼링 

레인을 추가하였습니다.  

 

Hudson Valley: 

Clermont에 위치한 Hudson Valley Distillers는 그들의 농장과 이웃 사람들에게서 특유의 영혼을 

만듭니다. 현재 여기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관광객과 시음을 

환영합니다. 100년 이상 된 헛간에 자리 잡은 증류소의 핵심은 Hudson Valley의 작은 농장 양조장 

사이에 위치한 60갤런의 하이브리드 냄비입니다. 

 

롱롱롱롱 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Long Island): 

I.Fly Trapeze은 9년간 Eisenhower 공원에서 공중 그네를 가르쳤으며 현재는 산책로 근처 Long 

Beach에 새롭게 자리잡았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들의 다리를 막대에 걸고 손을 놓은 채 연습할 수 

있고 중급자들은 강사와 함께 공중에서 손목에서 손목을 잡는 스릴을 경험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전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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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ure Park at Long Island은 Wheatley Heights의 Henry Kaufman 캠프장 숲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7세 이상의 아이를 위한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6월 21일에 개장하는 공중 숲 

모험은 5개의 난이도를 가진 8개의 별도의 산책로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산책로는 밧줄, 케이블과 

나무 구성으로 만든 나무 플랫폼 사이의 “교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0개의 독특한 도전을 

만들고 14개의 집라인과 통합됩니다.  

 

Splish Splash Water Park의의의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놀이놀이놀이놀이 기구기구기구기구인 Battle of Mutiny Bay은 참가자들이 방랑하는 해적 

무리와 성가신 바다 생물에 대항하여 Mutiny Bay를 따라 흘러가면서 재미있고 상호적인 수중 

배틀을 벌이는 것입니다. 물대포와 상대편 대포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물 폭탄과 싸우며 젖을 

준비를 하십시오. Riverhead 근처의 Calverton에 위치한 96 에이커의 워터 파크는 Travel Channel에 

의해 미국 최고의 워터 파크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Eisenhower 공원의 Twin Rinks Ice Center at Eisenhower Park는 165,000 평방 피트로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2개의 실내 NHK 크기의 스케이트 장과 여름 롤러와 갑판 하키 리그를 위한 

1개의 실외 스케이트 장이 있습니다. 예정된 공개 스케이트 세션, 개인 피트니스/스포츠 물리 치료 

교육 영역, 프로 샵, 개인 파티룸과 일일 캠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겨 스케이팅 대회, 

컬링 이벤트,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비 스케이팅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등을 개최할 것입니다.  

 

Niagara Falls: 

전설적인 Maid of the Mist은 1846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 측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Niagara 강을 건너 사람, 우편, 짐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수교의 건설로, Maid of the Mist는 여전히 운영하는 Niagara 폭포의 관광 모험으로 새로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가서 Maid of the Mist의 투어를 경험해 보십시오. 활기찬 파란 비옷(제공)을 입고 

미국과 Horseshoe Falls의 기지로 짜릿한 30분의 가이드 보트를 타고 즐길 수 있습니다. 

 

Thousand Islands: 

새로운 황무지 기술 구축인 Adirondack Guide Series가 뉴욕 주 북부 카운티에서 12세에서 18세의 

소년 소녀들에게 Adirondacks의 전통적인 기술을 배우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월 

8월의 5일간의 세션은 275달러이며 사격 스포츠, 야생 배낭 여행과 낚시 및 야간 캠핑 경험을 

포함합니다. 시리즈는 Canton에 있는 St. Lawrence 카운티의 Cornell University Cooperative 

Extension에 의해 제공됩니다. 

 

Club Rocky Top은 South Colton의 4개의 방이 있는 Adirondack Great Camp이며 현재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개 썰매(카트 포함)을 제공합니다. 등산로와 ATV은 Adirondack의 황무지 600 에이커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려있으며 후에 여독을 풀기 위한 온수 수영장도 제공됩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숙박숙박숙박숙박 시설시설시설시설 

 

캐피털캐피털캐피털캐피털-사라토가사라토가사라토가사라토가(Capital-Saratoga): 

Excelsior Springs는 Saratoga Springs에 작년에 개장한 새로운 연회장과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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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까지 연회 스타일로 수용 가능한 이 시설은 현지에서 인증 받은 결혼 및 행사 플래너가 

상주하고 있으며 더 큰 회의 및 컨퍼런스를 위해서는 인접한 Courtyard by Marriot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48개의 스위트룸을 가진 Pavilion Grand Hotel은 Saratoga Springs 중심부에 위치한 우아한 

부티크 호텔로 도시의 우아한 Grand Dame 호텔의 이름을 부활시킴으로 Saratoga의 우아한 과거를 

포용합니다. 2014년 5월에 문을 연 이 호텔은 한국 퓨전/미국 캐주얼 식당, 스파 및 피트니스와 

옥상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숙박 시설은 옥상 정원, 테라스와 발코니 로프트 스위트 

룸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Renaissance by Marriott은 Albany의 뉴욕 주 국회 의사당 맞은 편에 2015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고급스러운 204개의 객실은 Albany Capital Center의 컨벤션 센터로 통로를 통해 

연결됩니다. 

 

Finger Lakes: 

Inns of Aurora의 최신 Rowland House가 광범위한 개조 이후 5월에 문을 엽니다. Cayuga 호수를 

따라 위치한 Rowland House는 2개의 응접실, 도서관 및 개별 다이닝룸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세부 

기간과 사용 가능한 벽난로가 있습니다. MacKenzie-Childs의 가구로 장식된 10개의 객실은 또한 

임원 회의실과 결혼식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야외 고대 그리스식 사원이 있습니다.  

 

Hudson Valley: 

Holiday Inn Express & Suites Montgomery의 새로운 81개의 객실은 8월 8일에 문을 열 예정이며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따뜻하고 빠른 아침 식사와 30명까지 수용 가능한 회의실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Montgomery의 역사적인 마을의 상점과 식당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Hudson 

Valley를탐험하기에 적합하며 Winding Hills Golf Club의 행사에 참석하기 쉽습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식당식당식당식당 및및및및 술집술집술집술집 

 

아디론다크스아디론다크스아디론다크스아디론다크스(The Adirondacks): 

Saranac 호수의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멕시코 식당인 Casa Del Sol가 2012년부터 문을 닫았으나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Lake Placid에는 새로운 태국 식당인 Bangkok Thai가 팟타이 뿐만 아니라 초밥 요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태국 음식을 제공합니다. Olympic Center 건너편에 위치한 식당은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인 

Nicola’s on Main와 건물을 공유하고 같은 소유자입니다.  

 

SPoT Coffee는 Glens Falls의 시내에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SPoT은 지역 사회에 기반한 카페로 

이용자들이 전문 커피, 고급 음료, 방금 구운 빵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한 부담 없는 

지역 모임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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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axx Brew Works에 위치한 나노 양조장이며 풍부하게 제조된 수제 에일과 라거 전문 

양조장이며 이번 여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Mean Maxx의 시음 행사는 소량 3배럴로 손수 만든 

그들의 맥주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지역 식당 중 하나에서 그들이 음식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Davidson Brothers Brewing Co은 패밀리 스타일의 식당이자 양조장이며 1996년부터 Glen Falls 

지역에서 영업을 했으며 Queensbury에 두 번째 양조장과 시음 장소와 소매 상점을 열었습니다. 

Indian 호수에는 새로운 식당이 있습니다: Chrissy’s Café는 노선 30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침, 

브런치, 점심 식사 영업을 하며 와플로 볶은고추와 페타 치즈 샌드위치와 파마산 크러스티드 

틸라피아 같은 평범하지 않은 메뉴를 제공합니다.  

 

주도주도주도주도 지역지역지역지역-SARATOGA 

Rare Form Brewing은 Troy에 5월에 문을 연 5 배럴의 작은 수제 양조장입니다. 그 탭(tap) 방에서는 

네 가지의 주요 맥주와 계절별 바뀌는 실험적인 맥주를 작은 접시 요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치즈와 쿠키 같은 간식이 맥주의 맛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객이 만든 맥주 라벨의 포스터로 판매합니다.  

 

Saratoga Springs에는 새로운 먹고 마시는 장소들이 증가했습니다:  

· 커피 하우스 및 지역 모임 장소로 설계된  SPoT Coffee는 도심에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 Javier's Nuevo Latino는 맨하탄 스타일의 고급 레스토랑을 도시에 가져왔습니다. 주인인 

Javier Rodriguez은 미슐랭 별을 받은 맨하탄의 River Café에서 Maitre D에서 요리사와 

협력하여 중앙 아메리카의 요리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영향을 받은 오리지널 요리를 

제공합니다.  

· The Park Side Eatery은 캐주얼한 카운터 스타일의 식당으로 요리사가 만든 요리들 바베큐, 

유대인 델리, 수프와 제과류 및 수제 스타일 맥주와 생 루트 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공적인 Black Diamond Caterers의 주인이 만든 이 간이 식당은 내부 식사 

및 포장이 가능한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수상 경력을 가진 와인으로 알려진 Thirsty Owl Wine Company은 시음과 선물 가게 Thirsty 

Owl Saratoga라 불리는 비스트로를 열었습니다. 비스트로는 제품은 글루텐이 없고 채식 

타파스, 샌드위치, 앙트레를 포함합니다.  

· The Saratoga Juice Bar는 비타민과 영양소에 집중한 새로운 스타일의 주스인 차가운 압축 

주스가 특징이며 스무디와 “grab and go” 건강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그리고 주스 

클렌징입니다.  

· Healthy Living Market and Café는 지역의 농민들과 생산가들과 협력하여 건강한 음식과 

유기농 옵션을 제공합니다. 식료품점과 카페에서 모두 샐러드, 주스, 뜨거운 음료들과 

샌드위치와 델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 TC Paris는 프랑스식 제과점으로 마카롱, 파리 브레스트, 밀푀유 및 다른 기타 파이와 과자 

디저트를 포함한 정통 프랑스식 제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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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wins Saratoga는 고급 아이스크림, 초콜릿, 퍼지, 카라멜 사과, 옥수수와 브리틀을 

제공합니다. 상점은 또한 사용자에 맞춘 결혼식 선물, 선물 바구니와 휴일 과자를 만듭니다.  

 

Central New York 

Canastota의 Erie Canal Brewing Company의 시음 공간도 현재 개장했습니다. 양조장은 100% 현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곳의 상징적인 맥주는 Muleskinner Pale Ale로 가벼운 감귤류 향과 Madison 

카운티 본연의 캐스캐이드 홉의 맛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나이아가라나이아가라나이아가라 지역지역지역지역(Greater Niagara) 

Buffalo의 유명한 요리사 중 한명인 Mike Andrezejewski은 최근 새로운 적당한 가격 수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Tappo를 열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요리사의 4번째 식당이며 Tappo는 옥상 

테라스와 최신 유행의 분위기를 보여주며 15달러의 그들이 손수 만든 40개의 와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Finger Lakes 

Camillus의 Good Buddy’s Pub은 버거와 다양한 맥주 리스트를 가진 미국 가격의 새로운 

바/레스토랑입니다.  

 

East Syracuse에 위치한 Mixers Grill은 노래방, 팀 퀴즈와 다른 이벤트를 추진하며 앙트레, 버거, 

샌드위치와 다른 음식들의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다면 실내/외 좌석이 이용 

가능합니다.  

 

The Cheesecake Factory는 매일 만든 200개 이상의 메뉴와 30개 이상의 치즈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며 Syracuse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Destiny USA 몰에서 가장 새로운 식당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메뉴로 알려진 Cheesecake Factory는 파스타와 피자부터 해산물, 샌드위치, 스테이크와 

샐러드까지 모든 메뉴를 제공합니다.  

 

Armory Square에는에는에는에는 2개의개의개의개의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식당이식당이식당이식당이 개점하여개점하여개점하여개점하여 Syracuse에에에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흥미로운흥미로운흥미로운흥미로운 옵션을옵션을옵션을옵션을 추가합니추가합니추가합니추가합니다다다다:  

· La Piazza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바, 그릴 식당이며 세기적 랜드 마크인 Hall-

McChesney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Konstantinos Kastsiroumbas는 오래된 Ithaca 

지역의 식당으로 그리스 스타일의 폭 넓은 메뉴를 포함합니다. 

· Detroit의 유명한 식당인  Small Plates가 Syracuse의 Armory Squre에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리스의 Mezze, 스페인의 타파스와 중국의 딤섬에 의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Small Plates는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징적인 음식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식을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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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확장확장확장 및및및및 개선개선개선개선 

 

캐피털캐피털캐피털캐피털-사라토가사라토가사라토가사라토가(Capital-Saratoga): 

Courtyard by Marriott Saratoga Springs 는 최근 주요한 레노베이션을 마쳤습니다. 초대와 업무와 

휴식을 위한 유연한 공간,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한 새로운 로비를 만들었으며 Marriott의 새로운 

GoBoard를 통해 최신 뉴스, 날씨, 공항 상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조 점은 “The 

Bistro - Eat. Drink. Connect” 의 추가입니다. 이 곳은 아침과 저녁 식사 서비스에 칵테일과 함께 

건강한 요리와 음료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정보정보정보정보 

 

뉴욕주는 11 곳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자랑합니다. 뉴욕의 명소에는 Adirondacks에 위치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공원인 Niagara Falls와 같은 관광지 및 Cooperstown의 Baseball Hall of Fame, 

Corning Museum of Glass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실외 낚시, 하이킹, 보트타기, 연중 페스티벌, 13개 식민지 유적지 중 한 곳의 역사와 문화 탐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광객들은 또한 고급 요리, 음료 트레일, 산지 직송 신선 식품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iloveny.com을 방문하십시오. 언론매체의 경우 

thebeat.iloveny.com/를 방문하면 보도자료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관광 소식을 보려면 I LOVE NY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NYC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및 그 중간의 모든 장소에 이르기까지 뉴욕에는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휴가지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Facebook, Twitter, Instagram에서 I LOVE NEW YORK을 

확인하십시오.. 

 

다음다음다음다음 소셜미디어에서소셜미디어에서소셜미디어에서소셜미디어에서 I LOVE NEW YORK을을을을 팔로우하십시오팔로우하십시오팔로우하십시오팔로우하십시오: 

Facebook: Facebook.com/ILOVENY 

Twitter: @I_LOVE_NY 

Instagram: ILOVENY 

YouTube: YouTube.com/OfficialILoveNY 

Pinterest: Pinterest.com/ILOVENY 

Flickr: Flickr.com/OfficialILove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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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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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