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 코스에서 열리는 2019년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관중 200,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

토너먼트의 경제적 영향, 1억 2,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 결과로 1,100개 이상의 정규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
해당 행사, 뉴욕 관광업 및 농업 촉진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파밍데일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에서 열리는 101번째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관중 200,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에 걸쳐 열리는 본
행사는 해당 지역에 1억 2,0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코스에서는 뉴욕주의 농업에서 나온 식음료가 제공됩니다.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 결과로 이미 1,100개 이상의 정규 및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에서
2019년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를 열고 전 세계 200,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뉴욕주가 가진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PGA와의
파트너십으로 이미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국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주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뉴욕을 스포츠 팬을 위한
최고 관광지로 만들려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에 기반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로 수많은 방문객이 뉴욕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는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에서 올해 토너먼트를 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생기고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of America, PGA of
America)에 감사드리며 뉴욕 최고의 것들을 선보이는 일주일간의 행사에 오실 전 세계
스포츠 팬을 환영합니다."

Laura Curran 나소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너먼트 사상 처음으로
나소 카운티에서 그 유명한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가 열리게 되어
기쁩니다. 해당 선수권 대회(Championship)로 이미 저희 지역에 1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1,100개 이상의 정규 또는 시간제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선수권 대회(Championship)가 매끄럽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주 및 지방
협력기관에 완전히 협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U.S. 오픈(U.S.
Open) 및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를 2년 연속 개최한 지역이 없습니다.
롱아일랜드는 국내 진정한 골프의 성지 중 하나로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나소 및 서퍽 카운티
모두에 혜택을 줄 것입니다. 세계 최상급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는 데
협력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감사드립니다."
최소 1억 2,0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에 더하여,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
결과로 이미 1,100개 이상의 정규 및 시간제 일자리 창출되었습니다. 45개 주, 20개
카운티 출신 약 3,600명의 봉사자들도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울 예정입니다.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는 200개국에서 5억 가구 이상에 토너먼트를 방송하여
국제적 입지를 크게 다질 것이며 1,000개의 현장 미디어렙이 본 행사를 다룰 것입니다.
주말 행사는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50개 주 및 45개국에서 오는 관중 200,000명 이상은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으로 몰려들어 워너메이커 트로피(Wanamaker
Trophy)를 노리는 가장 강력한 전문 골퍼들의 플레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행사에서 주말 티켓이 매진되었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 일일 한정 티켓은 남아있습니다. 팬들은 여기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는 뉴욕주의 산업 일부를 촉진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아이러브 뉴욕(I LOVE NY)과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팬존(Fan Zone)에서 '뉴욕주 경험(New York State Experience)'을 개최하여 뉴욕주
최고의 코스, 골프 휴가지, 여행 옵션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관중은 해당 코스 14홀(Hole
14)에서 테이스트 뉴욕 매점(Taste NY Concession)을 방문하여 롱아일랜드 및 주
전역에서 나온 식음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는 노스 포크(North Fork)
감자칩(뉴욕 커쵸그(Cutchogue)), 베이글스 베이커리(Beigel's Bakery) 블랙 앤 화이트
쿠키(뉴욕 브루클린) 등 테이크아웃 간식과 비프 온 웩(Beef on Weck), 서던 티어
스피디스(Southern Tier Spiedies), 뉴욕주 치즈 플레이트 등 지역 소스를 재료로 사용한
뉴욕 특산품이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생산된 수제 맥주와 와인도 제공합니다.

뉴욕에서 성장하는 수제음료 산업을 계속해서 홍보하기 위해, 테이스트 뉴욕(Taste
NY)은 뉴욕주 와인 및 포도 재단(NYS Wine and Grape Foundation), 오피치
디스트리뷰팅(Opichi Distributing)과 함께 토너먼트 워너메이커 클럽(Wanamaker Club)
손님 구역에서 수상 경력이 빛나는 뉴욕 와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은 체이스 사파이어 라운지(Chase
Sapphire Lounge)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뉴욕 와인 테이스팅을 개최할 것입니다.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골퍼, 관중, 텔레비전 시청자가 우수한 공공 시설인 바로
여기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에서 가장 도전적인 최고의 골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롱아일랜드 토너먼트에 참석할 모든 분들이 저희 주와
공원 체계의 특징인 최고의 환대를 즐기실 것을 보장합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의 Seth Waugh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 나소 및 서퍽 카운티, 뉴욕주경찰(NY
State Police),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세계 최고 공공 골프 코스인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과 멋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스타 모두가 101번째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들, 전년도 우승자 Brooks Koepka, 다음 메이저 상을 노리는 Tiger의 기회를
보기 위해 팬들이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대회를 5월로
옮기길 잘 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 신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와 팬들이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본 행사에서 저희 주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세계적 관심을 받아 더 많은 여행자들이 뉴욕주를 휴가지로 고려하게 되길 바랍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Agriculture and Markets)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행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주 식음료
생산자들이 토너먼트에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새 시장을 열어주어 우리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파트너들이 수많은 방문객과 관중에게 닿을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쁩니다. 뉴욕 최고 상품을 강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지사님과 협력기관에
감사드립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골퍼들이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대 200,000명이 커다란
경제 효과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골퍼를 따라 코스에 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는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 1,000개 이상, 1억 달러
이상을 만들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에 오는
손님들로 숙박업 및 요식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때 최고 수혜자는 바로 지역 사업체들입니다."
Chuck Lavi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스페이지 블랙(Bethpage
Black) 코스는 오랫동안 역사적 선수권의 장소였습니다.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 경관은
세계의 합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이자 뉴욕주 대표로서 올해
베스페이지 주립공원(Bethpage State Park)에서 101번째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를 다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 와인 및 포도 재단(New York Wine and Grape Foundation)의 Sam Filler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참여하게 된 것과 수천
명의 방문객들에게 뉴욕주 포도밭과 생산자들이 만든 최고 상품을 발견할 기회를 주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구성원이 만든 우수하고 다양한 와인을 선보일 것이 기대됩니다."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에 관하여
PGA 선수권 대회(PGA Championship)는 남성 메이저 프로 골프 대회입니다. 1916년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탄생하고 몇 달 후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 골프
선수권의 세계 골프 공식 랭킹(Official World Golf Rankings of all golf Championships)
내 상위 100 플레이어가 참가합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에 관하여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단체 중 하나이며 골프
게임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약 29,000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PGA.org에
방문하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PGA를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에서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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