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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PGA 챔피언십과챔피언십과챔피언십과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를대회를대회를대회를 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뉴욕에서 개최하기개최하기개최하기개최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PGA OF AMERICA와의와의와의와의 

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역사적인 계약계약계약계약 발표발표발표발표 

 

제제제제101회회회회 PGA 챔피언십과챔피언십과챔피언십과챔피언십과 제제제제45회회회회 Ryder Cup 대회대회대회대회, Bethpage 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주립공원의 Black 코스에서코스에서코스에서코스에서 개최개최개최개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 101회 PGA 챔피언십과 제 45회 Ryder Cup 대회를 

Farmingdale에 있는 Bethpage 주립공원에서 개최한다는 PGA America와의 역사적인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프 토너먼트인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는 전세계의 

관람객들을 불러모을 것이며 이들을 수용하는 동안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2가지의 가장 중요한 골프 행사인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를 

여기 Bethpage 주립공원의 Black 코스에서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마음이 설렙니다.” 

“이러한 주요 스포츠 행사를 뉴욕주에서 개최하고 뉴욕이 스포츠 팬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는 Long Island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세계적 수준의 Bethpage 주립 골프장을 국제적 무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골프 선수와 

관람객, 전세계 TV시청자들이 뉴욕주에서 열리는 최고의 골프 경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101회 PGA 챔피언십은 2019년에 개최되는데 뉴욕주에서 열리는 것은 13번째로서 다른 어떤 

주보다 결승전을 개최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뉴욕주의 Rochester에 있는 Oak Hill 컨츄리 

클럽에서는 2013년 PGA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이 토너먼트에는 20만 명의 관람객이 모이는데 이 

중에서 30%는 뉴욕주 외부 지역에서 오는 것이므로 8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뉴욕주의 농업 및 요식업계에서 생산한 세계적인 수준의 

음식, 맥주, 와인, 주류를 홍보하는 Taste NY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GA of America는 최근에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성 사무소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는데 

플로리다주 Palm Beach Gardens의 본사에 이어 두 번째 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1916년에 뉴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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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생긴 이래 세계 최대의 스포츠 기관이 될 뉴욕 사무소는 이 지역의 주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무소는 뉴욕주 Elmsford에 있는 Metropolitan PGA Section과 Metropolitan Golf 

Association의 “Golf Central” 부지 내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PGA 뉴욕 사무소는 예정된 가을 오픈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PGA of America의 CMO인 Kevin Ring씨가 운영합니다. 이 공간은 

PGA가 2016년 Centennial Celebration을 준비하는 동안 PGA 임원, 리더십팀, 직원이 사용합니다. 

 

뉴욕주는 PGA 챔피언십의 고향이며 이 대회를 개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챔피언십은 1916년 Bronxville에서 열렸으며 Bethpage와 같은 Long Island, Westchester, Queens 및 

Rochester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에서 PGA 경기를 개최해왔습니다.  

 

Ryder Cup은 유럽과 미국의 최고의 골프 선수들이 출전하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입니다. 2024년에 

열릴 제 45회 Ryder Cup 대회는 뉴욕에서 두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PGA of America의 CEO인 Pete Bevacqua씨는 “저는 뉴욕 주민으로서 오늘 발표에 참여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16년 뉴욕시에 PGA of America를 설립한 것부터 

뉴욕시에서 여러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4개의 멋진 섹션을 가지 것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PGA of 

America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러한 멋진 이벤트를 

Bethpage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지역 및 주 관계자가 Bethpage에서 골프 

역사상 잊지 못할 기록을 추가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GA of America의 Ted Bishop 사장은 “최초의 PGA 챔피언십 개최지였던 뉴욕주를 배경으로 가장 

성공한 건축가와 PGA of America의 친구로부터 영감을 얻은 멋진 골프 코스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골프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를 가장 

열정적이고 지식을 갖춘 스포츠 팬들이 모인 뉴욕에서 연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권당 상원 공동 대표 Dean Skelos씨는 “Bethpage Black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프 코스 중 

하나이며 PGA와 Ryder Cup 대회를 이곳에서 다시 개최하여 최고의 골프 선수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Long Island의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줄 것이며 전세계의 수 많은 

골프 팬들이 모여들어 이곳 사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대변인 Sheldon Silver씨는 “오랜 세월 스포츠 팬이었던 저는 Bethpage 주립공원이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반기며 Cuomo 주지사와 PGA가 이러한 계약을 맺은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뉴욕은 항상 전세계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였는데 이러한 

주요 대회를 통해 전세계의 관광객과 팬들에게 뉴욕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더 추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arles Levine 의원은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를 이 아름답고 역사적인 Bethpage 

주립공원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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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의 장점을 프로 골프 선수들과 전세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지역사회의 관광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 및 PGA와 협력하여 2가지의 가장 멋진 국제 

골프대회를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의 Rose Harvey 국장은 “Bethpage 주립공원은 주요 골프 대회를 개최해온 역사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PGA 챔피언십과 Ryder Cup 대회를 뉴욕에서 치르게 됨으로써 

뉴욕주의 골프 업계는 선수와 관람객에게 최고의 경험의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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