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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와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이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에서 겨룹니다

팀들은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주를 펼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와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은 오늘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에서 주지사 배 대회를 두고 겨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주 내기에는 패한 팀이
센트럴 뉴욕의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에 1,000달러를 기부하고, 암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는 이야기로 전해오는 전통을 재현하고, 20년래에 처음으로
시러큐스 레가타(regatta)를 진행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 사장 Tim
Kennedy, 오논다가 카운티 임원 Joanie Mahoney, Juli Boeheim, 그리고 그 밖의 현지
참가자들에 대항해서 8인승 카누에서 행정부 공무원 팀을 이끌 것입니다. 경주는 오전
11시에 오논다가 레이크 파크에서 개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논다가 레이크의 부활은 시러큐스와 모든 센트럴
뉴욕 지역의 성공 스토리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입니다. 레가타 재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지사 배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유서 깊은 전통에 경의를 표하고, 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정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백이 넘치는 경주를 고대하며, 아울러
우리 팀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최초의 팀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시러큐스 미디어 그룹 사장 Tim Kenned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 배 대회는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 개막식에 추가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기백이 넘치고 우호적인
대회는 우리가 호수를 기념하고 Jim and Juli Boeheim Foundation 및 Onondaga Lake
Conservation Corps. 양 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이 날을 시작하기 위한 훌륭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주지사 배는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 중에서 맨 먼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 날의 행사에는 조정, 카약 및 패들 보트 대회도 포함되며, 아울러
음식, 음료 및 와인 시음회 등이 포함된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너비가
61피트이고, 무게가 11톤이나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무 오리(rubber duck)가 호수에
띄워질 것입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대표팀이 오논다가 카운티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 호수에서 진행된
1978년 Intercollegiate Rowing Association의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IRA 레가타 대회가 뉴저지주 캠던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시러큐스는
오논다가 컵 및 호수 축제를 통해 전통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지사 배 대회를 취재하고자 하는 매체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는 오논다가
레이크 파크에 도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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