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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2월 19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3월월월월 7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8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무료무료무료무료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주말을주말을주말을주말을 발표발표발표발표 

 

기타기타기타기타 주주주주 및및및및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타는타는타는타는 사람들에사람들에사람들에사람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참가비참가비참가비참가비 무료무료무료무료  

 

무료무료무료무료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주말을주말을주말을주말을 홍보하는홍보하는홍보하는홍보하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광고의광고의광고의광고의 시작은시작은시작은시작은,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확인확인확인확인  

 

2015 Adirondack 윈터윈터윈터윈터 챌린지는챌린지는챌린지는챌린지는 3월월월월 8일에일에일에일에 개최개최개최개최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노선노선노선노선 유지유지유지유지 관리에관리에관리에관리에 4백만백만백만백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수여수여수여수여  

 

Andrew Cuomo 주지사는 모든 기타 주 및 캐나다의 스노우 모빌 팬들에게 뉴욕에서 3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무료 스노우 모빌 주말에 뉴욕 북부의 겨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등록하고 기타 주에서 뉴욕의 10,400 마일 트랙을 즐기기 위한 스노우 모빌 

애호가들에게는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2015년 윈터 챌린지가 같은 주말인 3월 8일에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 무료 스노우 모빌 주말과 

겨울도전과 뉴욕이 제공하는 광고 캠페인은 올해 겨울에도 계속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 및 기타 지역에서 이 아름다운 산책로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를 

직접 와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월월월월 7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8일까지일까지일까지일까지 무료무료무료무료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주말주말주말주말 

현재 기타 주 및 캐나다의 스노우 모빌을 타는 사람들은 Hudson Valley에서 North 카운티와 

서부뉴욕까지 뻗어 있는 주의 노선을 타기 전에 스노우 모빌을 등록해야 합니다. 스노우 모빌 

등록은 100 달러지만 지역 스노우 모빌 클럽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45 달러로 감소됩니다. 이 

요금은 프로모션 기간인 3월 7일부터 8일까지 주말 동안에 제대로 등록하고 그들의 소속된 곳에서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기타 주 및 캐나다 스노우 모빌을 타는 사람들에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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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등록비는 또한 모든 주와 기타 주 그리고 캐나다의 스노우 모빌 탑승자들에게 3월 7일 8일간 

면제되며 이는 Herkimer 카운티의 Webb 타운, Hamilton 카운티의 Inlet 타운을 포함합니다. 

 

비 프로모션 기간에, 기타 주의 스노우 모빌 탑승자들을 위한 온라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dmv.ny.gov/registration/register-snowmobile.  

 

Potsdam의 주립대학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주의 스노우 모빌 커뮤니티는 전체 8억 68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모션하는 3월 7일-8일 주말은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주 전역에서 230개 이상의 지역 스노우 모빌 클럽에 의해 유지되는 스노우 모빌 노선을 

광대하게 홍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는 또한 다음 겨울에도 무료 스노우 모빌 주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ose Harvey,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실의 국장은 “Cuomo 주지사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뉴욕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 주말에는 방문자들이 우리 훌륭한 주와 공원 시스템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노우 

모빌 노선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스노우 모빌 행정 이사 Dominic Jacangelo는 “뉴욕은 Maine과 동북부 지역 최고의 노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노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이 무엇인지 뉴욕이 

제공하는 것을 주변 주와 캐나다의 라이더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료 주말을 지정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Chautauqua에서 Plattsburgh까지, 뉴욕은 스노우 모빌을 타는 사람을 위한 

‘기회의 주’입니다. 이 노력은 스노우 모빌에 생계를 유지하는 뉴욕의 수천 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5 Adirondack 윈터윈터윈터윈터 챌린지챌린지챌린지챌린지 

또한 북부의 겨울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주지사는 2015 Adirondack 윈터 챌린지를 무료 스노우 

모빌 주말인 3월 8일에 Lake Placid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2014 Adirondack 윈터 

챌린지에, Cuomo 주지사는 Lake Placid의 Kushaqua 노선에서 스노우 모빌을 탔습니다. 작년 이 

행사는 뉴욕주 전역에서 400여명의 주 및 지역 선출직 관리, 스탭 및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I LOVE NEW YORK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광고광고광고광고 출시출시출시출시 

주지사는 오늘 또한 캐나다와 뉴욕의 이웃 주에서 온 방문자들을 위한 무료 스노우 모빌 주말을 

홍보하는 새로운 디지털 광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광고는 현재 교통 허브와 버스, 기차, 지하철 

그리고 주요 디지털 콘텐츠와 TV에서 보여지는 주의 기존 640만 달러의 I LOVE NEW YORK 겨울 

관광 캠페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의 스노우 모빌의 활동과 이벤트도 iloveny.com에 소개되고 

새로운 I LOVE NEW YORK 모바일 앱에도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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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주지사는 뉴욕 북부의 스노우 모빌, 스키 및 기타 여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450만달러의 겨울 관광 캠페인인 I [Snowmobile] NY을 출시하기 위해 North 카운티의 Tug Hill로 

여행을 했습니다.  

 

주는 겨울에 여행객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는 Whiteface 산에서 프리미어 스키와 거의 

100개의 다른 스키 센터들, Allegany 주립 공원에서 겨울화 된 임대 통나무집, Bear 산 주립 공원에서 

아이스 스케이트, Adirondack과 Lake Placid의 Olympic Villlage에서 스노우 슈잉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loveny.com/winter와 아이튠즈와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에서 무료 I LOVE NEW YORK 

앱을 다운 받거나 www.iloveny.com/mobil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5년 6월, 국제 스노우 모빌 의회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의 400개의 스노우 모빌 업계 

리더가 모이며, 이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개최됩니다. 

 

스노우스노우스노우스노우 모빌모빌모빌모빌 노선노선노선노선 유지유지유지유지 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 위해위해위해위해 4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교부금교부금교부금교부금 

올해, 뉴욕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실은 53개의 커뮤니티에 스노우 모빌 노선 

유지 보수를 위해 등록금으로 생성된 400만 달러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주 전역에서 

스노우 모빌이 즐길 수 있는 10,400 마일 이상을 지원합니다. 뉴욕의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및 추적 

지원 프로그램은 여행을 위한 안전을 위해 고른 노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노우 모빌의 경험을 위해, 주립 공원은 다음을 권장합니다: 스노우 모빌 

헬멧착용 및 상태에 맞는 의상, 지정된 노선에 머물기, 물이 있거나 그 아래에 있어 얼음들이 얇고 

약할 수 있는 호수, 강 및 얼음 피하기, 음주 후 운전 금지, 스노우 모빌 안전 과정 완료. 스노우 모빌 

라이더 및 기타 노선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노우 모빌 교육의 선두 주자는 뉴욕 주 

운전자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주 전역에서 제공 과정의 목록은 스노우 모빌 시즌 동안 매주 

업데이트되고 주립 공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원 의원 Betty Little은 “다시 한 번, Cuomo 주지사는 수많은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가 의존 위대한 

북부 관광 산업을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북부의 관광 명소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Adirondack의 최고를 선보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Joseph A. Griffo는 “North 카운티는 끊임없는 재미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려오면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 대해 와서 보게 될 

것입니다. North 카운티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확고부동한 지원 덕분에, 관광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Patty Ritchie는 “열렬한 스노우 모빌 애호가로서, 저는 스포츠는 재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는 뉴욕 북부에서 경제의 큰 부분이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주 상원의원 Patty 

Ritchie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스노우 모빌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외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수행한 작업과 함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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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스노우 모빌을 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스포츠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을 키우며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하원 의원 Ken Blankenbush은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역 사회에 중요한 우리의 관광 산업의 

모든 자산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숨겨진 보석에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 오고 야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관광과 수입을 만들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Tabolt, Lewis 카운티 위원회 의장은 “저는 우리 지역의 겨울 관광에 대한 주지사의 중점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관광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수록 우리 경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Lewis 카운티에 윈-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andall Schell, Lowville 타운 감독자는 “우리의 스노우 모빌 노선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에 속하며, 

우리는 주지사와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주의 사람들에게 스노우 

모빌의무료 주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겨울 관광 명소는 지역 사회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본 

행사는 우리 마을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ke Farmer, Webb 타운의 관광/홍보 이사는 “Cuomo 주지사는 이 나라에서 최고 중 하나인 North 

카운티에서의 겨울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자금 및 홍보 자료는 뉴욕 주 북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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