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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애디론댁 맥"이 2023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파밍턴 주민이자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2학년 학생인 Kristina
Ingerowski가 디자인한 마스코트
35개 카운티에서 약 150개 접수

카스코트 사진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애디론댁 맥(Adirondack Mac)이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Lake Placid 2023 FISU World University Games)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스 마스코트는 Kristina Ingerowski의
작품이며, 그는 온타리오 카운티 파밍턴 주민이며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애디론댁 맥은
경기 중 다양하게 노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맥은 라이브 캐릭터,
코스튬 캐릭터를 비롯해 장난감, 인형, 의류, 기타 기념품 등 다양한 굿즈로 제작되어
경기 시작 전 및 경기 기간 중 홍보 자료에 사용됩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은 2023년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국제 경기 개최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통해 세계의
대학 선수 및 코치를 레이크 플래시드와 애디론댁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은 뉴욕 주민의 재능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으며, 저는
공모전 우승자인 Kristina Ingerowski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경기 마스코트로서 애디론댁 맥은 뉴욕 애디론댁의 아름다움과 매력, 스포츠 유산을
선보일 것입니다. 맥은 높이 6피트이며 성격이 매우 좋습니다. 겨울철 동안 맥은
화이트페이스와 코어 마운티 슬로프에 있거나 허브 브룩스 경기장(Herb Brooks
Arena)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한편, 여름에는 세계적 수준의 지역 시설에서 최고의
운동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맥은 노스 컨트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가을 스포츠를 위해 하이킹을 하거나 지역의 호수와 수로를
방문해 낚시와 수영을 즐기는 등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스는 경기에

참여하는 뉴욕 주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징합니다. 바로 강함과 용기,
의지입니다.
Kristina Ingerowski 마스코트 공모전 우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리는 FISU 동계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 2023 마스코트 디자인을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조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애디론댁 맥은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저는 애디론댁 지역의
웅장한 아름다움과 특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의 스포츠 친화적인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디론댁 무스입니다."
3월 뉴욕주는 레이크 플래시드 2023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대표할 마스코트 디자인
컨셉을 찾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국제 대회와 뉴욕 주민의
정신을 담은 마스코트 디자인 컨셉트를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35개 카운티, 87개
지역사회에서 약 150개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웹사이트의 공개 투표를 거쳐, 학계, 정부, 관광업계, 스포츠계 등을 대표하는 선정
위원회에 10개의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승자로 선정된, Ingerowski씨는 5,000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Art Devlin 레이크 플래시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개최하여 전세계에 애디론댁을
선보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노스 카운티를 대표할
마스코트인 애디론댁 맥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Ross D. Levi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부회장 겸
관광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디론댁 맥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
스포츠의 천국입니다. 산은 이곳에 서식하는 무스처럼 웅장하고 굳건합니다. 우리의
마스코트 컨셉을 만들어주신 Kristina Ingerowski께 감사드립니다."
Mike Pratt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맥은 다가오는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알릴 최고의 홍보대사입니다. 맥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건강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애디론댁 곳곳은 물론 모든
ORDA 경기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Ashley Walden 애디론댁 노스 카운티 스포츠 위원회(Adirondack North Country
Sports Council)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코트는 대회의 상징입니다. 애디론댁
맥은 대회, 노스 카운티, 지역 전체를 상징하는 즐거움과 스포츠 정신, 의지 등을 더해
대회에 생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애디론댁 맥은 뉴욕주 전역에서 투어를 시작하여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 및 노스 카운티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다음 장소에서 "맥
만나기(Meet Mac)" 행사가 열립니다.
• 마운틴 밴 회벤버그,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2시
• 스키넥터디 홀리데이 퍼레이드,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11월 26일 금요일
• 고어 마운틴 11월 27일 토요일
더욱 많은 "맥 만나기" 행사를 계획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국제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연맹(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FISU)이 제31회 동계 유니버시아드(Winter Universiade) 개최지로 레이크 플래시드를
선정되었습니다.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는 2년마다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및 문화 행사입니다. 11일 동안 진행되는 해당 대회에서는 대학생 선수 2,500명
이상이 모여 알파인, 프리스타일 및 크로스 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피겨 스케이팅, 하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노우 보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ORDA이 관리하는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시설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FISU 월드 유니버시아드 게임을 개최한 주이며, 레이크
플래시드는 2023년 두 번째로 경기를 유치합니다. 노스 카운티 지역사회는 1972년
경기를 유치했고 버펄로에서 1993년 하계 경기가 열렸습니다.
뉴욕주는 ORDA 부지에 약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시설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시설을 일년 내내 관광 명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00 평방피트 규모의
신규 마운틴 반 회벤버그(Mt. Van Hoevenberg) 로지, 최초의 마운틴 반 회벤버그 마운틴
코스터(Mt. Van Hoevenberg Mountain Coaster), 올림픽 점핑 컴플렉스(Olympic
Jumping Complex) 짚라인 및 곤돌라가 포함됩니다. 또한 HS100 및 HS128 스키
점프에는 LED 조명이 장착된 새로운 프로스트 레일이 설치되어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표면이 항상 안정적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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