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7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제5회 연례 애디론댁 서머 챌린지(FIFTH ANNUAL ADIRONDACK 

SUMMER CHALLENGE)의 성공에 대해 발표 

 

애디론댁 지역 전체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새로운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텔레비전 광고 공개 

 

2019년 국제 어린이 게임(2019 International Children’s Games)과 2021년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경기 월드 챔피언십(2021 Bobsled and Skeleton World Championships) 

개최지로 선정된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의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이자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홍보하기 위해 2017년 애디론댁 서머 챌린지(2017 Adirondack 

Summer Challenge)의 성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챌린지(Challenge) 대회는 

하이킹, 골프, 승마를 포함하여 이 지역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선보이는 

주지사 주최의 다섯 번째 연례 애디론댁 서머 이벤트(fifth annual Adirondack summer 

event)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은 더없이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전율이 느껴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 자산을 홍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자가 가치있는, 뉴욕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노스 컨트리를 알기 

위해서는 노스 카운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애디론댁 챌린지(Adirondack Challenge)는 

이 위대한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쇼케이스입니다.”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엄한 애디론댁 마운틴(Adirondack 

Mountains)은 오랜 기간 여름 및 겨울 운동 경기를 위한 만남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애디론댁 서머 챌린지(Adirondack Summer Challenge)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점점 더 많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단체들이 뉴욕에서 가장 인기있는 

휴가 장소 중 하나인 이곳의 웅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할 경우 뉴욕의 노스 컨트리에 보다 많은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N7BAaOmqkk&feature=youtu.be


2017년 애디론댁 서머 챌린지(2017 Adirondack Summer Challenge)는 야외 활동으로 

가득 찬 하루 동안, Kathy Hochul 부지사를 비롯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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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 그리고 해밀턴과 워런 카운티의 관광업계 

리더들을 포함하여 400 명이 넘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개최된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인디언 리버(Indian River)에서 래프팅 하기, (ii) 장엄한 시더 리버(Cedar 

River)를 따라 승마와 제물낚시, (iii) 경관이 좋은 애디론댁 지역사회를 통과하는 130 

마일 오토바이 타기, (iv) 인디언 레이크(Indian Lake)의 시더 리버 골프 클럽(Cedar River 

Golf Club)에서 9 홀 골프 경기, (v) 애디론댁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오케이 슬립 폴스(OK 

Slip Falls)까지 가이드와 함께 하이킹, (vi) 카약, 카누, 패들 보드 타기. 이 날은 고어 

마운틴(Gore Mountain)에서 테이스트 뉴욕(Taste NY) 음식 및 음료 리셉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상식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롤(B-ROLL)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들이 참여한 다양한 이벤트의 사진 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디론댁의 관광산업 

 

이 챌린지(Challenge)에 이어 Cuomo 주지사는 애디론댁의 여름 관광을 홍보하는 30초 

분량의 새로운 아이 러브 뉴욕(I LOVE NEW YORK) 텔레비전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이 

광고는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의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Olympic Sports 

Complex)에서 진행된 봅슬레이 경기의 짜릿한 금메달,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 정상의 어디와도 견줄 수 없는 전경, 라케트 레이크(Raquette Lake) 그레이트 

캠프 새거모어(Great Camp Sagamore)의 조용한 평온함 등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광고는 

유튜브의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작년보다 25만 명이 늘어난 약 1,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디론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지출한 금액이 약 135,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표상으로 2015년 대비 방문객의 지출이 3.4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이후로는 약 14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작년에 지역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인 

세금은 주세 및 지방세 합산 16,9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애디론댁의 관광산업은 매년 

21,000 개 이상의 일자리와 63,900만 달러의 노동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취임한 이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을 위해 전례 없는 

투자를 단행해왔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6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23,900만 명이라는 

https://www.youtube.com/watch?v=4m9PpxqUwX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hP9bRUHDqU&feature=youtu.be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84121587820
https://www.youtube.com/watch?v=WN7BAaOmqkk&feature=youtu.be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3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번째로 큰 고용산업이며 매년 91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뉴욕주 관광지에 

대한 투자 덕분에,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방문객의 지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애디론댁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과 제한 없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Cuomo 주지사는 오늘,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 지역이 2019년 국제 어린이 

게임(2019 International Children’s Games)과 2021년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경기 월드 

챔피언십(2021 Bobsled and Skeleton World Championships) 등 두 가지 주요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전세계 50 개가 넘는 

도시에서 출전하는 젊은 운동선수, 코치, 스태프들이 제8회 국제 어린이 윈터 

게임(International Children’s Winter Games)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1968년에 설립된 국제 어린이 게임(International Children’s Games)은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지원하는 

경기입니다. 현재까지 49 번의 서머 게임(Summer Games)과 7 번의 윈터 게임(Winter 

Games)이 치뤄졌으며 최초로 겨울 행사가 미국 땅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최대 2,000 명의 선수, 코치, 친구, 가족들이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는 또한 23 번째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자 시도한 

스위스의 생모리츠(St. Moritz)를 제치고 2021년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경기 월드 

챔피언십(2021 Bobsled and Skeleton World Championships)의 개최지로 최근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행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Beijing Olympic Winter Games) 

전의 마지막 월드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는 세계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경기 챔피언십(world bobsled and skeleton championships)을 10 

차례 개최해왔습니다. 마지막 대회는 2012년에 개최되었으며 그 대회에서 미국 

국가대표팀(Team USA)은 3개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의 Michael 

Pratt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위한 대회를 우리 경기장에서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많은 스포츠 행사는 매우 흥미진진하며 특히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가 복합된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경기 월드 챔피언십(bobsled and skeleton 



World Championships)은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에서 개최하기 가장 좋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마운트 반 호벤버그(Mount Van Hoevenberg)의 경기 진행 요원들은 

이 세계 최고의 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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