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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겨울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표 

 
동북 지역 전체의 미디어 시장에서 뉴욕주의 겨울 여행지를 홍보할 새로운 광고 캠페인 

 
여기와 여기에서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3일에서 5일 사이로 예정된 연례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 행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방문객을 늘리며 뉴욕주 최고의 겨울 관광 명소 및 

목적지에 관심을 가지도록 디자인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새로운 텔레비전 광고가 포함된 이 겨울 마케팅 캠페인은 동북 지역 전체의 미디어 

시장에서 시행될 것이며 뉴욕주를 세계적인 수준의 겨울 여행지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2017년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5일 일요일까지가 뉴욕주 전 지역 및 

캐나다에서 스노우모빌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뉴욕주 연례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관광 산업의 발전이 우리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 행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겨울 동안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뉴욕주로 유치하기 위해 우리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가 비교할 수 없는 겨울 여행지와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방문하여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점들을 누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겨울 마케팅 캠페인은 뉴욕주를 세계적인 수준의 겨울 여행지로 만드는 다양한 관광 

명소를 시청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동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 친화적인 활동들을 보여주는 두 편의 30초 길이 나는 뉴욕을 사랑해 (I LOVE 

NEW YORK)라는 텔레비전 광고가 특징입니다. 이 광고는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뉴욕주의 주요 시장과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토론토 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코네티컷을 포함하는 북동부 지역 전체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겨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뉴욕주에는 미국 내 어느 곳 보다도 많은 스키장이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광고는 또한 웨스턴 뉴욕에 있는 키싱 브리지 및 캐널사이드를 포함하여 

https://youtu.be/C4dULWZCBH8
https://youtu.be/st7EQWfzRpA


여러 곳의 업스테이트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i) 캐츠킬에 소재한 플라트킬 

마운틴, (ii) 애디론댁에 소재한 웨스트 마운틴, 고어 마운틴,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iii) 

셔터쿼에서 앨러게니에 걸친 지역에 소재한 앨러게니 주립 공원. 이 광고는 유튜브의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디론댁의 유명한 사라나크 레이크 윈터 카니발 (Saranac Lake Winter Carnival)에서 

진행되는 얼음 궁전 상공의 불꽃 놀이로 시작되는 이 재미있는 겨울 광고는 핑거 

레이크스의 그리크 피크 계단식 폭포 실내 워터 파크 (Greek Peak Cascades Indoor 

Water Park), 롱아일랜드 어린이 박물관 (Long Island Children’s Museum), 최근에 

개관한 롱아일랜드 웰컴 센터 (Long Island Welcome Center), 허드슨 밸리의 베어 

마운틴 주립 공원 (Bear Mountain State Park) 등을 포함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가족 

친화적인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이 광고는 유튜브의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광고 모두 TV 해상도 (h264 포맷)의 동영상으로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겨울 여행은 2015년 방문객들의 직접 지출금액이 13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뉴욕주 총 

관광산업의 21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겨울 관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iloveny.com/winter 및 I LOVE NEW YORK 무료 모바일 앱에서 참조할 수 

있으며 iTunes 및 Google Play 앱 스토어 또는 www.iloveny.com/mobil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 

주지사는 또한 2017년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5일 일요일까지가 다른 주와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 스노우모빌을 즐길 수 있는 뉴욕주 연례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을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등록하고 기타 주에서 뉴욕의 10,500 마일 트랙을 즐기기 위한 

스노우 모빌 애호가들에게는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현재 다른 주 및 캐나다에서 스노우모빌을 타기 위해 온 사람들은 허드슨 밸리에서 노스 

컨트리를 거쳐 웨스턴 뉴욕까지 뻗어 있는 뉴욕주의 트레일을 타기 전에 스노우모빌을 

등록해야 합니다. 스노우모빌 등록 비용은 100 달러이지만 지역 스노우모빌 클럽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45 달러로 경감됩니다. 프로모션 주말 동안에 다른 주나 

캐나다에서 제대로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이 수수료는 다른 주와 캐나다에서 

스노우모빌을 타러 온 사람들에게 면제될 것입니다.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 동안, 모든 뉴욕주 내, 다른 주, 

캐나다의 스노우모빌에 대해서 타운 등록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비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다른 주에서 스노우모빌을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등록을 포함하여 

스노우모빌링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포츠담에 소재한 주립 대학교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의 스노우모빌링 

지역사회는 전체 86,8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습니다.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주말은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230개 이상의 지역 

https://www.youtube.com/watch?v=C4dULWZCBH8&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t7EQWfzRpA&feature=youtu.be
https://www.hightail.com/e?phi_action=app/orchestrateDownload&sendId=3054429553&emailId=f273eca5a48ca2d127fe7e758527ef69&s=19104&cid=tx-02002207350200000000
http://www.iloveny.com/winter
http://www.iloveny.com/mobile
http://dmv.ny.gov/registration/register-snowmobile


스노우모빌 클럽들이 손을 보고 유지하는 뉴욕주의 방대한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홍보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CEO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최고 수준의 산, 

독특한 겨울 관광명소, 뉴욕주 전 지역의 세계적 수준의 행사를 방문객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초대하는 새로운 겨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뉴욕주 전체 관광 

진흥에 대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Rose Harvey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가 겨울 야외 

레크리에이션 애호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대단한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겨울에는 실내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뉴욕주 방문객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립 공원에서 스키, 썰매 타기, 스노우슈잉, 스케이트 등을 위한 수많은 장소가 

있는 잘 손질된 수천 마일에 이르는 스노우모빌 트레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Basil Seggos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은 뉴욕주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찾아 내고 경험할 수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뉴욕주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활동의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은 이 스포츠를 경험하고 관광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면서 즐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애디론댁, 

캐츠킬, 뉴욕주의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다른 지역들을 탐험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Dominic Jacangelo 뉴욕주 스노우모빌 협회 (New York State Snowmobile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 스노우모빌링 주말 (Free 

Snowmobiling Weekend)’을 선포하시고 홍보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위대한 뉴욕주 트레일 (New York Trail)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본 다른 주의 

방문객들이 매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노우모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안전한 탑승 연습 및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규칙,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노우모빌 안전 코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노우 모빌 라이더 및 기타 노선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노우 모빌 교육의 선두 주자는 뉴욕 주 운전자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코스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안전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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