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 이스라엘 관광부(ISRAEL 

MINISTRY OF TOURISM), 엘 알 이스라엘 항공사(EL AL ISRAEL AIRLINES) 등과의 역사를 통한 

글로벌 경로 파트너십(GLOBAL PATH THROUGH HISTORY PARTNERSHIP) 발표 

 

국제적인 유산의 관광 홍보를 돕게 될 새로운 프로그램 

  

뉴욕에서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문화유산 관광산업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7년 6월 4일을 시몬 페레스의 날(Shimon Peres Day)로 지난 3월에 

주지사가 선언한 선언문 내용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 이스라엘 

관광부(Israel Ministry of Tourism), 엘 알 항공사(EL AL Airlines) 등이 뉴욕과 이스라엘 두 곳에서 

문화유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글로벌 경로(New York-Israel Global 

Path Through History)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뉴욕과 

이스라엘이 각각 서로의 여행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문화 및 역사적 관광지와 매력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뉴욕주에서 문화유산 관광은 뉴욕 경제에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관광산업은 뉴욕과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랜드 마크를 새로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방문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의 관광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내외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글로벌 경로(Global Path Through History) 프로그램에는 디지털 광고 캠페인, 언론을 

통해 친숙해진 투어 코스, 소셜 미디어, 비행기 내의 공동 프로모션 기회 등을 통해 홍보가 된 

이스라엘과 뉴욕의 문화유산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 3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 탁월한 리더십의 유산과 

헌신에 대한 찬사로 6월 첫 번째 일요일을 “시몬 페레스의 날(Shimon Peres Day)”로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뉴욕주 여행 일정에는 다음 관광지들이 포함됩니다. 

• 뉴욕시(New York City): (i) 엘리스 아일랜드 /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ii) 엘드리지 

스트리트 박물관(Eldridge Street Museum) 및 유대교 회당(Synagogue), (iii) 9/11 박물관(9/11 

Museum), (iv) 로어 이스트 사이드 주택 박물관(Lower East Side Tenement Museum)  

• 허드슨 밸리(Hudson Valley): 프랭클린 디 및 엘리노어 루스벨트 국립 사적지(Franklin D. and 

Eleanor Roosevelt National Historic Sites)  

• 캐피털-사라토가(Capital-Saratoga): 뉴욕주 의사당 및 뉴욕 주립 박물관(New York State 

Capitol and New York State Museum)  

• 싸우전드 아일랜드-시웨이(Thousand Islands-Seaway): 안전한 피난처 홀로코스트 난민 

수용소 박물관(Safe Haven Holocaust Refugee Shelter Museum)  

• 애디론댁스(Adirondacks): 애디론댁 박물관(Adirondack Museum)  

• 핑거 레이크스 (Finger Lakes): 여성의 권리 국립 역사 공원(Women’s Rights National Historic 

Park)  

• 나이아가라 지역(Greater Niagara): Niagara Falls 주립공원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ShimonPeresDay.pdf
https://www.governor.ny.gov/news/video-photos-transcript-visit-israel-governor-cuomo-proclaims-shimon-peres-day-new-york-state


  

• 셔터쿼-엘러게니(Chautauqua-Allegheny): 셔터쿼 기관 및 로버트 에이치 잭슨 

센터(Chautauqua Institution and Robert H. Jackson Center) 

  

이스라엘 여행 일정에는 다음 관광지들이 포함됩니다.  

• 통곡의 벽(Western Wall)  

• 슬픔의 길 및 성묘의 교회(Via Dolorosa and Church of the Holy Sepulcher)  

• 9/11 추모관(9/11 Memorial)  

• Yad Vashem  

• 책의 성지(Shrine of the Book) -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rolls) (이스라엘 박물관(Israel 

Museum))  

• 갈릴리 바다(Sea of Galilee)  

• 마사다 및 사해(Masada & The Dead Sea)  

• 올드 자파(Old Jaffa)  

• 마한 예후다 마켓(Mahane Yehuda Market)  

• 독립 기념관(Independence Hall)  

• 타차나 및 사로나 텔 아비브(Tachana & Sarona Tel Aviv)  

• 텔 댄 자연보호 구역(Tel Dan Natur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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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 관광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광산업 파트너십은 엘리스 아일랜드와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Garden of Gethsemane)과 감람산(Mount of Olives)에 이르기까지 

상징적인 목적지들을 통해 엠파이어 스테이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강력한 연계로 주어진 이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Dani Dayan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이스라엘 정부는 뉴욕주와 함께 

관광산업 홍보 기회를 모색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관광산업이 위대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뉴욕주와 이스라엘 국가 사이의 자부심의 원천이자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인과 미국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와 우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뉴욕 주민들은 통곡의 벽(Wailing Wall)을 

방문할 때 2000년 이상의 시간을 뛰어 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루살렘 소재 라못의 

아라짐 밸리(Arazim Valley)에 있는 9/11의 기억이 생생한 추모 광장(9/11 Living Memorial Plaza)과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생생한 현재의 사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을 위한 이스라엘 관광부(Israel Tourism)의 Uri Steinberg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주는 수백 곳의 사적지를 소개하는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한 글로벌 경로(Global Path Through History) 

프로그램으로 뉴욕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와 여행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이 사적지에 대한 표현과 보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준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과 이스라엘은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보아야 할 여행지입니다.” 

  

엘 알 이스라엘 항공(EL AL Israel Airlines)의 Yoram Elgrabli 북중미 담당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저희는 엘 알(EL AL) 항공사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에 대한 Cuomo 주지사님의 우정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좋은 시절이나 힘든 시절 모두 주지사님께서 꾸준히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엘 알(EL AL) 항공사 승객의 절반 이상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또한 이스라엘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뉴욕주와 이스라엘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엘 알(EL AL) 항공사의 오랜 역사에 관광 사업을 촉진시키고 또 다른 역사의 

장을 추가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이 매혹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체의 역사 및 문화적으로 중요한 현장, 지역,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역사를 통한 길(Path Through History) 프로그램을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의 



  

풍부한 유산을 조명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은 뉴욕주의 역사 및 문화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 및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한 글로벌 경로(Global Path Through History) 파트너십은 이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마케팅, 광고, 관광산업부(New York State’s Division of Marketing, 

Advertising and Tourism)의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프로그램에 의해 뉴욕에서 홍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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