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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2013년년년년 PGA 챔피언십에서챔피언십에서챔피언십에서챔피언십에서 1억억억억 021만만만만 달러의달러의달러의달러의 경제경제경제경제 효과를효과를효과를효과를 달성했음을달성했음을달성했음을달성했음을 발표발표발표발표  

 

225,000명명명명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참가한참가한참가한참가한 유명한유명한유명한유명한 골프골프골프골프 이벤트이벤트이벤트이벤트, 초기의초기의초기의초기의 경제경제경제경제 효과효과효과효과 전망을전망을전망을전망을 25% 상회상회상회상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Oak Hill Country Club에서 열린 제 95회  PGA 챔피언십으로 

Rochester 지역에서 1억 021만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올림으로써 최초의 예상치인 7800만 

달러를 훨씬 초과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골프 매니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1,800개 이상의 임시직,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당초 예상한 1,127명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올 여름, 뉴욕은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경제 활동과 골프 열기를 불러 일으킨 

일련의 국제적인 행사를 치렀습니다.” “Rochester는 제 95회  PGA 챔피언십을 통해 국제적 무대가 

되었으며 전세계의 골프 팬들을 불러들여 관광 사업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근에 제101회  PGA 챔피언십과 제 45회  Ryder Cup을 뉴욕의 Bethpage Black에서 

개최하기로 발표한 것과 더불어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ak Hill과 Rochester는 올여름 PGA Championship을 유치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으며 Finger 

Lakes와 뉴욕주의 모든 매력을 뽐냈습니다”라고 Robert J. Duffy 부지사가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농산물을 전시한 Oak Hill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Taste-NY를 후원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챔피언십으로 발생한 1억 21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며 

Rochester가 전문 스포츠 행사의 무대로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장소로서 Greater Rochester 지역을 홍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 개발 단체인 Greater Rochester Enterprise(GRE)는 경제적 영향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경제 효과는 주요 골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한 다수의 주 및 지역 

단체에게 큰 성과였습니다”라고 GRE 사장 겸 CEO인 Mark S. Peterson은 말하면서 “이 지역은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가 가져다 주는 멋진 기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orean 

 

약 225,000명의 관람객이 제 95회  PGA 챔피언십에 참석했으며 이곳에서는 해외 방문객에게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식음료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Taste NY Experience도 진행되었습니다. 

관람객 중에서도 약 7만 명은 Rochester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서 

5,000개의 호텔 객실에서 1박에 $600 정도를 지불하고 투숙했습니다. Rochester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효과의 경우, 외부 지역의 입장권 소지자는 챔피언십 기간에 $58,218, 7500를 

지출했으며 1인당 하루 평균 $345(입장권 판매금, 호텔 비용, 레스토랑, 교통비, 상품 미용 등을 

포함)를 지출했습니다.  

 

PGA 챔피언십의 경제 효과 연구에 대한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5회 PGA 챔피언십의 최고 책임자인 Ryan Cannon은 “2013년 PGA 챔피언십은 전체 지역의 주요 

챔피언십의 또 다른 경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챔피언십의 놀라운 인적, 자선적, 경제적 효과는 

Oak Hill Country Club, 챔피언십 자원봉사자, Monroe 카운티, Rochester시, Pittsford 타운 및 

궁극적으로 전체 뉴욕주가 올 가을 마지막 대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2013년 PGA 챔피언십의 경제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ke Nozzolio 상원의원은 “유명한 골프 대회 이외에도 뉴욕주는 뉴욕 최고의 와인, 음식 및 

농산물을 소개하는 ‘Taste NY’ 텐트도 후원했습니다. 100여 개 벤더가 참여했으며 뉴욕주에서 

성장하는 와인 및 식품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eph D. Morelle 의원은 “제95회 PGA 챔피언십은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장소로서의 뉴욕을 

소개하는 기회였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 우리가 획득한 혜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초과한 성과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며 뉴욕이 전국 및 전세계 차원에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PGA에게 모두 감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멋진 성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nroe 카운티 행정관인 Maggie Brooks는 “세계적 수준의 골프, 수준 높은 서비스 산업, 열광적인 

골프 팬들의 고향에서 열린 2013년 PGA 챔피언십은 Monroe 카운티가 가진 모든 장점을 세상에 

소개한 기회였습니다. 2013년 PGA 챔피언십을 위해 Oak Hill을 찾은 225,000명의 관람객들은 골프 

경기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한 성공적인 성과였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chester시의 Thomas Richards 시장은 “이러한 성과는 PGA 챔피언십으로 얻은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Rochester는 스포츠 팬들에게 최고의 장소이며 PGA 

챔피언십을 Rochester에서 개최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95회 PGA 챔피언십의 Marty Glavin 회장은 “Oak Hill은 챔피언십의 대대적 성공으로 들떠 있으며 

전체 지역의 적극적 지원에 감동했습니다.  전체 지역의 협력으로 주요 챔피언십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골프 챔피언십을 다시 Oak Hill에서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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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습니다. 

 

Visit Rochester의 사장 겸 CEO인 Don Jeffries는 “Rochester는 PGA를 통해 전세계의 관심을 받은 것에 

대한 효과를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Rochester를 방문하여 골프 경기를 

관람하고 Rochester와 Finger Lakes의 매력에 감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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