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최초로 열린 아이 러브 뉴욕 애디론댁 옥토버페스트(I LOVE NY 

ADIRONDACK OKTOBERFEST)의 성공 발 발표  

  

방문객의 직접 지출액이 기록적인 718억 달러에 달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노스 컨트리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행사  

  

역사적인 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새로운 로지, 마운틴 코스터, 집라인 및 올림픽 

센터 완성. 렌더링은 여기에서 확인  

  

뉴욕주는 2023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에서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 개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은 100만 달러를 투자해 전 세계의 운동 선수들을 겨냥한 2년 

간의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고 고, 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프리미엄 장소로서 지역을 

홍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브루어리 패스포트(Empire State Trail Brewery 

Passport)가 시작되어 크래프트 맥주와 750 마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홍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뉴욕의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이자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 2019년 아이 러브 뉴욕 애디론댁 

옥토버페스트(I LOVE NY Adirondack Oktoberfest)의 성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주지사가 주최하는 8번째 행사로, 전 세게에서 방문객을 

맞아들이는 이 지역의 매력, 흥분, 문화 유산,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은 뉴욕 최고의 보석 중 하나이며, 

우리는 관광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개선과 함께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행사의 성공은 애디론댁 이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위한 여행, 스포츠 및 휴식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노스 컨트리 지역의 매출을 

늘어나며, 이곳은 최고의 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RDA_Coaster_Zipline_Renderings_Final.pdf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디론댁 챌린지(Adirondack Challenge)는 

연례 행사로서 노스 컨트리의 아름다움과 이를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업스테이트 뉴욕의 성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고용 창출지입니다. 애디론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이 지역을 홍보하고,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를 지원하며,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는 스포츠와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2023년에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를 개최하여 지역 관광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의 아이 러브 뉴욕 애디론댁 옥토버페스트(I LOVE NY Adirondack Oktoberfest)는 

Kathy Hochul 부지사,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 관광산업 지도자 450명 이상을 

에섹스와 프랭클린 카운티로 하루 동안 초청에 지역을 선보이는 야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그림 같은 애디론댁 지역사회를 통한 40 마일 규모의 오토바이 

탑승, 반 호에벤베이그 산(Mt. Van Hoevenberg)에서 진행되는 경쟁적인 산악 자전거 

바이애슬론, 로어 사라낙 레이크(Lower Saranac Lake)의 아름다운 세컨드 폰드(Second 

Pond)에서의 낚시, 풍경이 아름다운 마운트 조(Mount Jo)에서 2 마일 하이킹, 노스 

엘바의 크레이그 우드 골프 앤 컨트리 클럽(Craig Wood Golf & Country Club)에서 

진행되는 나인홀 라운딩, 1980 동계 올림픽대회(Winter Olympic Game) 개최지 방문, 

미러 레이크(Mirror Lake)에서 카약과 카누, 그리고 패틀 보딩 즐기기,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어드벤처 존(Whiteface Mountain Adventure Zone)의 가족 친화적 게임의 일부로 

리틀 화이트페이스(Little Whiteface) 정상까지 고속 곤돌라 탑승 등이 포함됩니다.  

  

2011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718억 달러를 지출한 2억 5,27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5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매년 

957,8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관광은 애디론댁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해 작년보다 251,000명이 늘어난 약 1,260만 

명의 사람들이 애디론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지출한 금액이 약 1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방문객의 지출이 5 퍼센트 늘어난 것이며, 2011년 

이후 30 펴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광은 지역에서 21,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은 주 및 지방세에 1억 8,2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 투자  

Cuomo 주지사는 국가의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자산 지원을 위해 약 2억4,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시설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시설을 일년 내내 관광 명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이후, Cuomo 주지사는 방문 및 지역 경제 성장을 장려할 세 가지 프로젝트의 

새로운 렌더링을 발표했습니다.  

  

• 반 호에벤베이그 산(Mt. Van Hoevenberg) 베이스 로지  

작업은 복합단지의 새로운 30,000 평방피트 규모의 3층 베이스 로지에서 

계속됩니다. 2021년에 완성된 이곳은 웰컴 센터를 비롯해 산악 자전거 가게, 음식 

서비스 및 티켓 사무소 등 소매점을 갖추었으며 놀라운 방문객 경험을 제공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팀을 위한 최첨단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반 호에벤베이그 산(Mt. Van Hoevenberg) 최초의 산악 코스터  

산악 코스터 설치가 이번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2020년 11월이 개관 예정입니다. 

최초의 코스터는 곡선을 따라가다가 1932년과 1980년 올림픽(Olympic) 봅슬레이 

트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산악 코스터는 모터 없이 중력으로 추진을 받으며, 

탑승자는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코스터는 탑승자가가 

시간당 25 마일의 이상의 속도를 달릴 수 없도록 설계된 튜브형 레일에서 

운행됩니다.  

  

•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Olympic Jumping Complex) 짚라인  

내년 여름 개장 예정인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Olympic Jumping Complex) 

방문객들은 40 피트 위에서 시작되는 4개의 새로운 집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날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모험가를 위해 설계된 짚라인은 

올림픽(Olympic) 스키 점프 수준의 스릴을 제공합니다.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Olympic Jumping Complex) 곤돌라 및 프로스트 레일  

또한 주지사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따른 새로운 

8인용 곤돌라 건설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운동 선수, 코치, 공무원, 

장비 및 방문객이 곤돌라를 타고 콤플렉스의 베이스 로지에서 90에서 120 미터 높이의 

스키 점프 타워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곳을로부터 그들은 120 미터 높이의 스키 점프 

타워에 위치한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마친 유리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는 애디론댁 하이 피크(Adirondack High Peaks)와 주변 황야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에서 120 미터 높이에의 스키 점프에는 LED 조명이 장착된 새로운 프로스트 

레일이 설치되어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표면이 항상 안정적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센터(Lake Placid Olympic Center) 재건 및 현대화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올림픽 센터(Olympic Center)와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의 

현대화 및 재건을 위한 건축 및 도식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동계 올림픽(Winter Olympics) 이전부터 있었던 시설을 처음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가능한 프로젝트에는 미국 링크(USA Rink)를 올림픽 규모로 확장하고 개폐식 좌석과 

새로운 호스피탈리티 룸 추가, 허브 브룩스 아레나(Herb Brooks Arena)의 새로운 

호스피탈리티 스위트 및 컨세션 접근성 개선, 미국 링크(USA Rink), 1932 아레나(1932 

Arena) 및 허브 브룩스 아레나(Herb Brooks Arena)의 라커룸 개선,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박물관(Lake Placid Olympic Museum) 및소매점 확장,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이 내려다보이는 야외 전망대가 있는 새로운 식음료 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 계획에는 냉동 시설 확대를 통한 오벌 전체 교체가 

포함됩니다. 미국 링크(USA Rink) 뒤편으로 새로운 다층 주차고 설치도 고려 중입니다.  

  

2023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  

주지사는 2023년 1월 12일-23일 뉴욕주가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국제 대학 

스포츠연맹(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이 주최하는 유니버시아드(World 

University Games)는 2년마다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문화 행사입니다. 

11일 동안 진행되는 해당 대회는 세계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규모가 큰 다중 운동 경기 

대회로, 대학생 선수 2,400명 이상이 모여 알프스, 자유형 및 크로스 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피겨 스케이팅, 하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노우 보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및 행사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주지사는 2023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 

명령 185를 발표하여 뉴욕주 유니버시아드 위원회(New York State World University 

Games Commission)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정부의 모든 노력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유니버시아드(World University Games) 운영위원회 및 애디론댁 스포츠 

협의체(Adirondack Sports Council)와 협력합니다. 위원회는 최근 취임 회의를 열고 계획 

노력을 시작하고있다.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동계 올림픽(Winter Olympic 

Games)을 두 번 개최한 곳으로, 애디론댁 지역의 스포츠 메카로서의 명성을 쌓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3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는 이 지역을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위한 프리미엄 장소로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이 전 세계 선수들을 겨냥하여 2년간 100만 달러를 투자한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디론댁이 엘리트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천연 및 목적 중심의 시설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캠페인은 올 겨울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는 계절 및 연중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주지사 선정 애디론댁 옥토버페스트 최고의 맥주(Governor's Adirondack Oktoberfest 

Best in Brew)  

행사 후, 방문객들은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의 테이스트 뉴욕 

옥토버페스트(Taste NY Oktoberfest) 리셉션에서 음악, 현지 음식, 뉴욕주 크래프트 맥주 

대회를 즐겼습니다. 15개의 뉴욕주 양조장이 경쟁에 참가해 30가지 이상의 맥주를 

선보였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에 위치한 레이크 플래시드 펍 앤 

브루어리(Lake Placid Pub & Brewery)이 주지사 선정 애디론댁 옥토버페스트 최고의 

맥주(Governor's Adirondack Oktoberfest Best in Brew)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 

양조장은 2020 그레이트 뉴욕주(Great New York State)에서 12개의 생맥주 탭을 

제공하여 맥주를 선보일 예정이며,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에서 두 

개의 탭과 내년에는 이그제큐티브 맨션(Executive Mansion)에서 한 가지 탭의 맥주를 

제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브루어리 패스포트(Empire State Trail Breweries Passport)  

크래프트 맥주 대회와 함께 Cuomo 주지사는 크래프트 맥주와 750마일 길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을 홍보하기 위해 고안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 

브루어리 패스포트(Empire State Trail Breweries Passport)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운하관리공사(New York State Canal Corporation)와 파트너십을 맺은 덕분에 뉴욕주 

양조업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 앱을 사용하면 트레일을 따라 

양조장을 방문하는 사용자가 체크인하고 패스포트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브랜드의 티셔츠, 안경, 

맥주잔 및 주 전역의 양조업자 협회(Brewers Association) 축제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Empire State Trail) 10마일 이내에 200개 이상의 양조장이 

있으며 내년에 완공되면 전국에서 가장 긴 다목적 트레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오늘 2012년에 개최된 첫 번째 맥주, 와인, 증류수, 사이다 회담(Beer, Wine, 

Spirits and Cider Summit) 이후 농장 기반 면허를 소유한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의 수가 

500개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뉴욕 전역에서 792 개의 농장 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282개의 라이센스 업체에서 180 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Pat Barrett 및 Randy Preston 추모  

오늘 Cuomo 주지사는 이번 여름에 세상을 떠난 두 명의 노스 컨트리 리더인 Pat 

Barrett과 Randy Preston의 삶과 봉사를 기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의장이었던 Barrett은 올해 

레이크 플래시드 명예의 전당(Lake Placid Hall of Fame)에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Barrett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으며, 미국 육군에서의 복무는 

그를 놀라운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키 개척자 Francis Thaire Bryant, 노르웨이 

출신의 스키 선수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Billy Demong, 레이크 플래시드 빌리지 

Craig H. Randall 시장과 함께 10월 26일로 에정된 임명식에서 2019년 클래스(Class of 

2019)에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전 윌밍턴 타운 감독관이자 에섹스 카운티 회장 Randy Preston을 

기념하는 상패를이 윌밍턴 타운을 내려다보는 화이트페이스 마운틴(Whiteface 

Mountain) 꼭대기에 있는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에 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Preston 은 에섹스 카운티 회장으로 두 임기를 역임했으며 14년간 윌밍턴 

소방서(Wilmington Fire Department)의 소방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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