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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최대 

2,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새로운 프로젝트는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에서 새로운 최첨단의 스키, 숙박, 식사 및 

소매 시설을 만들고, 연중 내내 진행되는 여가 활동을 제공할 것임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최대 8,000만 달러의 민간 투자를 

활용할 것임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겨울 리조트들이 세계의 다른 리조트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게 만듦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노스 컨트리의 

급성장하는 겨울 관광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이트페이스 및 고어 마운틴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 주 정부가 최대 2,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는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티에 있는 현재의 시설들을 개선하고, 

최첨단 스키, 숙박, 식사 및 소매 시설을 만들고, 연중 내내 진행되는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30년 만에 화이트페이스와 고어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주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며, 오프 시즌 수입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개발하는 한편으로, 이 시설들이 전 세계의 다른 리조트들과 비교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관광업은 노스 컨트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는 방문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왔습니다. 뉴욕주는 올림픽 

등급의 자산과 세계 수준의 스키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어와 화이트페이스에 있는 

시설들은 낙후되어 있고 평균 이하의 수준입니다. 이 투자는 이러한 리조트들을 연중 

내내 운영되는 세계 수준의 스키 방문지로 변모시키고, 전 세계로부터 새로운 스키 및 

스노우보드 이용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이 산들에 있는 현재의 시설들을 강화하고, 노스 컨트리 방문객들을 위해서 



비할 데 없는 관광 목적지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이 투자는 주변 지역의 현지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사업 기회 확대도 도울 것이며, 우리 주의 방대한 겨울 여가 기회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투자는 손님들을 위한 추가 편의시설과 소매 상가를 

추가하기 위해서 최대 8,000만 달러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화이트페이스 및 고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2,000만 달러는 주 정부가 2017-18 

회계연도 예산의 일부로 올림픽 지역개발청에 제공하는 1,000만 달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스키 리조트들은 그 주요 서비스를 단지 순순한 스키 및 스노우보드 기반 

시설에서 고급 부대시설, 편의시설 및 연중 내내 운영되는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어 및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두 곳에 있는 숙박 시설들에 대한 

상당한 개선조치는 이 시설들이 전 세계의 다른 리조트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리조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스키 시설에 대한 개선은 윌밍턴과 그 밖의 주변 지역 인근에서 

성장과 투자를 장려하게 될 것이며, 그에 의해서 연중 내내 방문객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화이트페이스에 대한 업그레이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ear Den Lodge를 확장하고, 최첨단 학습 센터, 바 및 레스토랑을 추가함.  

 Adirondack Base Lodge 및 주차장을 확장하고 리노베이션함.  

 Bear Den Learning Center 지역을 Mid Station으로 연결하는 회선 설치.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짚라인(zip line) 중 하나를 설치. 

 미국에서 가장 긴 마운틴 코스터(mountain coaster) 설치. 

 

고어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은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민간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수입 

기회와 성장을 현저히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확대는 고어에 대해 보다 

경쟁력 있는 입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어에 대한 업그레이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용 규모 확장 및 Saddle Lodge의 시설과 인프라 현대화.  

 Base Lodge에 3층을 추가해서, 기업 미팅룸 공간과 추가적인 좌석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Northwoods Lodge의 렌탈 샵을 확장함.  

 본래의 1967년 곤돌라 하차장을 고어 정상의 난방 시설 및 전망대로 회복시킴. 

 

화이트페이스와 고어를 킬링턴 등 북아메리카의 다른 경쟁 스키 리조트들과 비교할 때, 

양 시설들은 세계 수준의 편의시설과 연중 내내 진행되는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데 

미흡합니다. 이 산들에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면 해당 시설들과 주변 지역사회의 수입 

증대가 추진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뉴욕시와 다운스테이트 지역의 방문객들이 북동부 전역의 다른 스키 

시설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비할 데 없는 스키 및 겨울 여가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뉴욕 관광업의 경제적 영향 

관광업은 뉴욕주를 위한 경제 동력이며, 특히 업스테이트에 중요합니다. 2015년에 관광 

산업은 뉴욕주에 대해 사상 최고인 1,020억 달러의 총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화이트페이스 및 고어 마운틴에서의 겨울 관광은 노스 컨트리에서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담당합니다.  

 

지난 주에 주지사는 방문객을 늘리고, 뉴욕주 최고의 겨울 관광 명소 및 목적지에 관심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도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2017년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5일 일요일까지 다른 주의 모든 주민들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연례적인 무료 스노모빌 주간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포츠담 주립대학의(State 

University at Potsdam)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주의 스노모빌 커뮤니티는 대략 

8억 6,800만 달러의 총 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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