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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뉴욕주 2021년 단풍 시즌 개막 발표   

   

주간 단풍 보고서, 9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iloveny.com에 제공   

   

보고서, 이번 시즌 새로 향상된 대화형 단풍 진척도 맵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 2021년 단풍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가을은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시기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뉴욕주의 고유한 

지역사회를 탐험하려는 방문객들을 유치하며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여행자와 

단풍 애호가들이 가을 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I LOVE NY는 9월 8일 

수요일에 매주 단풍 보고서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제 새롭게 향상된 대화형 단풍 

진행도 맵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가을, 뉴욕주의 멋진 단풍과 자연미가 

세계적인 주립공원, 장엄한 전망, 역사 유적지, 견줄 것이 없는 명소로 여행객들을 

유혹합니다. 뉴욕 시민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몬탁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주 전역에 

걸쳐 전시된 놀랍고 다채로운 색의 풍경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가 가을 여행을 계획하고 위대한 뉴욕주에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부사장겸 관광청 실무 책임자인 

Ross D. Lev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단풍 시즌은 항상 마법 같은 

시기이며, I LOVE NY 주간 단풍 보고서는 계절별 휴가를 계획하려는 방문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새로운 대화형 단풍 맵은 추수감사절 축제부터 

할로윈 축제, 공예 음료 산책로, 박물관 및 가족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강조하여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가 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단풍을 

탐색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풍 보고서는 I LOVE NY의 단풍 관찰 자원봉사자 팀의 현장 관찰 결과를 사용하여 

매주 작성됩니다. 주 전역의 11개 휴가지에 배치되어 있는 85명 이상의 관찰 

자원봉사자가 매주 진행되는 본인 지역의 단풍잎 색깔 변화를 추적합니다. 보고서에는 

주요 단풍잎 색상, 대략적인 변화율 및 피크 조건에 대해 진행된 색상 변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11b2975e-4e29af99-11b06e6b-000babd9f75c-480e90230a7dbb1e&q=1&e=1c83f163-8d92-4c20-8c6d-5af737b63204&u=https%3A%2F%2Fwww.iloveny.com%2Fthings-to-do%2Ffall%2Ffoliage-report%2F


 

 

올해 새롭게, I LOVE NY는 시즌 내내 주 전체의 주간 단풍 변화 및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향상된 대화식 맵을 소개합니다. I LOVE NY 단풍 웹사이트에 있는 이 맵은 

멋진 단풍 진행도를 제시하여 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맵을 

통해 해당 지역의 피크 시즌 동안 단풍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필수 관광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 덕분에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길고 다채로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아무 주말에나 가보아도 일부 지역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또한 #NYLovesFall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뉴욕주의 놀라운 

단풍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에 제출된 사진은 I LOVE NY 단풍 

웹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공식 I LOVE NY 소셜 미디어 계정 팔로워는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보고서 및 새로운 대화형 맵은 시즌 내내 수요일마다 

www.iloveny.com/foliage에 업데이트됩니다. 미국, 미국령 및 캐나다 어떤 곳에서든 

800/CALL-NYS(800/225-5697)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전화하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I LOVE NY 단풍 피퍼(Leaf Peeper)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foliage@esd.ny.gov에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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