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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6년 여름 애디론댁 도전의 성공 발표 

 

애디론댁 도전으로 하여 뉴욕 주에 전례 없는 경제 효과를 가져왔음을 발표: 1020억 
달러– 2010년 이후 25% 이상 증가 

 
선출된 150명 이상의 공무원과 커뮤니티 회원들이 Cuomo 주지사 행정부가 주최하는 

2016년 애디론댁 여름 도전에 참여 
 

오늘의 애디론댁 TV 퀄리티 하이라이트는 여기를; 사진은 여기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여 2016년 애디론댁 여름 도전이 뉴욕 

시민의 관광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북부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강조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부지사 Kathy Hochul을 포함한 150여 명의 선출된 공무원과 지역사회 

회원들이 올해의 도전에 참여하여 지역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래프팅, 하이킹, 

산악자전거 및 승마 등 야외 운동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애디론댁 도전을 진행하는 

동안 부지사는 뉴욕 주 관광 경제효과의 신기록을 발표하여 2010년에서 25% 증가한 

1020억 달러에 달성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애디론댁 지역은 그 장엄한 풍경과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탐험 장소의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올해의 

애디론댁 도전은 이 지역이 제공하는 최고의 활동임을 증명하였으며 북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 사업을 자축하였습니다. 저는 

애디론댁을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휴가 갈 우선순위에 놓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말씀에 의하면 뉴욕 주는 계속하여 애디론댁의 아름다움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이 훌륭한 자연 자원을 관광업을 통한 주요 경제 원동력으로 

삼으려 합니다.” 부지사 Kathy Hochul이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도전은 해마다 주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애디론댁 진면모를 경험하도록 하여 이 지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이 지역의 새로운 대변인을 만들어냅니다. 

 

2016년 애디론댁 여름 도전은 주와 지역 공무원 관광 산업 선두주자 및 야외 운동 

마니아 중에서 150여 명을 선출하여 당일의 이벤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뉴욕 북부 

지역을 탐험하고 지역 특색의 뉴욕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이벤트에는 인디언 강을 따라 내려가는 급류 래프팅, 인디언 호수의 시더강 골프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Vek91YStkMnVFTmNUQw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1094985736


클럽에서의 골프, 애디론댁 공원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오케이 슬립 폭포까지의 6마일 

하이킹, 시더강에서의 플라이 낚시, 파인 호수까지의 산악자전거 및 승마 등이 

포함됩니다. 

 

비디오: 부지사 Hochul, Michael Cusick 주 의원, Betty Little 상원의원의 발언과  Basil 

Seggos DEC 위원의 수상 의식을 포함한 수상식 비디오는 여기. 

 

비디오 부지사와 도전 참여자들의 인디언 강을 따라 내려가는 급류 래프팅 유튜브 

영상은 여기 TV 영상은 여기. 

 

사진 도전자들이 참여한 다양한 이벤트의 사진은 여기. 

 

부지사의 발언과 2016년 애디론댁 여름 도전 수상식 비디오는 추후 공개합니다. 

 

관광업에서 얻은 전례 없는 경제효과 

 

Cuomo 주지사의 주최로 진행하는 뉴욕 주의 관광업 투자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011 년부터 주에서는 관광업에 1억3천만 달러를 투자했었습니다. 현재 뉴욕의 산업 

경제에 미친 경제 영향은 2010에 비하여 25% 증가한 1,020억 달러의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증가한 관광업은 주 전체에 2010년에 비하여 21% 증가한 894,000개의 

산업 관련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지사 Hochul은 오늘의 애디론댁 도전 중 최고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세부분석은 

관광업의 경제효과 보고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아래의 2015년의 뉴욕 주 

관광업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계는 주 및 지방 매출에 80억 달러의 세액을 생성하였다.  

 관광객 소비는 2010년에 에 비해 26% 증가한 630억 달러를 차지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국내 및 국제 관광객 수는 2015년에 약 2억 3,400만에 

달하여 2010년 이후로 19%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관광업의 경제 효과 보고서는 전 세계의 정부, 대학 및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에서 

사용하는 관광 경제학 IMPLAN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었다. 

 

애디론댁 관광업 

 

관광업은 애디론댁 전체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2010년에 비하여 

14% 증가한 130억 이상의 직접적인 관광객 소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이 

지역 관광업은 주 및 지방에 1억 6,200만 세금액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경제 분야는 

특히 2015년의 지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21,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6억 

https://youtu.be/ANLyinDJf8c
https://youtu.be/rBCOwqZgVZw
https://www.hightail.com/download/cUJVek91YStkMnVFTmNUQw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1094985736
http://www.esd.ny.gov/Reports/NYS_Tourism_Impact_2015.pdf


1,200만 달러의 노동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의 총재, CEO  및 위원장 Howard Zem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뉴욕 북부지역에 대한 공헌은 주 역사에서 2007년 8월 

최저 실업률부터 관광업으로부터의 가장 큰 경제효과에 이르기까지 기록적인 숫자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애디론댁 도전에서 우리는 주 안팎의 관광객들이 이 세계적인 

관광지에 대한 애정과 그들이 왜 여기를 뉴욕의 가장 축복받은 관광지의 하나로 여겨야 

하는지를 전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존부 장관 Basil Seggo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디론댁은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Cuomo 주지사의 지휘하에 우리는 이 멋진 공원을 모든 뉴욕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한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방 지역과 수질 보호 노력은 

성장하는 관광 산업의 기초가 되어 공원 전체의 지역 사회에 중요 경제 원조를 

제공합니다.” 

 

농경진흥부 장관 Richard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주지사보다 우리 

주의 관광 자산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디론댁 

도전은 우리에게 지역의 이 두 산업에 대한 최고의 홍보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테이스트 뉴욕 기획과 아이러브 뉴욕의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는 전 세계에 

북부 지역의 세계적인 지역 음식과 그곳의 독특한 아름다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명소를 모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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