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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벨레어 스키 리조트 (BELLEAYRE SKI RESORT) 업그레이드 지원금 

800만 달러 발표 

 

벨레어 마운틴의 새로운 곤돌라 케이블 카 공사와 기본 산장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기금 

 

보다 많은 트레일과 연중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 공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캐츠킬 지역의 

급성장하는 관광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하이마운트의 벨레어 스키센터 (Belleayre Ski 

Center)의 업그레이드 공사에 8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로 

벨레어 마운틴에 새로운 고속 곤돌라 케이블 카를 설치하며 여러 채의 산장을 확장하고 

리조트에 소재한 두 채의 산장에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추가하여 현재 시설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을 늘리며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서 캐츠킬과 지역 경제의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레어 마운틴은 캐츠킬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이 지역 관광경제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이 투자 덕분에, 우리는 이 산의 대단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게 되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일년 내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를 만들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Ted Blazer, ORDA (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벨레어 스키 리조트 (Belleayre Ski Resort)를 

점검하여 방문객 수를 늘리고 전반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벨레어에 

추가된 새로운 곤돌라 케이블 카 및 현대식 산장 편의시설들을 통해 새로운 스키어와 

라이더들을 유치하고 리조트 체험을 위해 뉴욕 지역에 머물도록 그들에게 권유할 

것입니다. 벨레어 뿐만 아니라 캐츠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 수행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회계 연도 행정부 예산 (Fiscal Year 2018 Executive Budget)은 올림픽 시설들 

뿐만 아니라 벨레어, 화이트페이스, 고어 마운틴스 등을 포함하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 

(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시설에 대한 지원금 1,250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 달, 노스 컨트리의 화이트페이스와 고어 마운틴스의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이 지역의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로 

2,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본 투자는 오늘 제출된 30일 

개정안의 일부로 행정부 예산 (Executive Budget)에 추가됩니다. 

 

새로운 고속 곤돌라 케이블 카 

벨레어 마운틴의 업그레이드에는 스키어 및 라이더들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하고 

필요한 접근 지점을 제공하기 위해 산의 저지대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산장 (Discovery 

Lodge)에서부터 산의 정상까지 이르게 될 8인용 고속 곤돌라 케이블 카의 공사가 

포합되어 있습니다. 이 리프트의 설치와 다른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라 전체 시설을 

점검할 경우, 벨레어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리조트로 격상될 것입니다. 

이 산의 스키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스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6분 안에 

정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곤돌라 케이블 카에는 65개의 객실칸이 있습니다. 이 

곤돌라 케이블 카는 실내 객실칸을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추가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산의 광대한 정상에서 즐길 수 있는 노르딕 및 크로스 컨트리 (Nordic and 

Cross Country) 스키,  

 화이트페이스 및 고어 마운틴스에서 탈 수 있는, 연중 내내 펼쳐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곤돌라 케이블 카,  

 산 정상에서 즐길 수 있는 산악 자전거,  

 산 정상에서 대여할 수 있는 결혼식 및 개인 파티 장소. 

벨레어 산장 (Belleayre Lodge) 개보수 공사 

이 산에는 초보자용 코스 및 임대 시설을 제공하는 저지대 기본 지역의 디스커버리 산장 

(Discovery Lodge)과 상급자용 고산 지대 산악 지형에 접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음식 

및 음료 제품을 취급하는 오버룩 산장 (Overlook Lodge) 등 두 채의 기본 산장이 

있습니다. 곤돌라 케이블 카가 추가됨에 따라 그 결과로 추가 숙박객을 유치하려면 

산장의 투숙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뉴욕주는 각 산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150만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스커버리 산장 (Discovery Lodge) 개보수 공사: 벨레어의 디스커버리 산장 

(Discovery Lodge)은 어린이 학습 공간, 스키 학교 공간, 카페테리아, 욕실, 작은 바 

겸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산장 (Discovery Lodge)의 개보수 

공사로 현재 좌석 수와 소매 공간 등이 늘어날 것이며 식음료 판매 장소 증가하고 

사무 공간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 공사를 통해 바, 레스토랑 스타일의 공간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만큼 방문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해 완벽하게 기능이 갖추어진 학습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버룩 산장 (Overlook Lodge) 개보수 공사: 오버룩 산장 (Overlook Lodge)은 현재 

고산 지역에 도착하는 방문객들이 리프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모임을 

제공하며, 테라스가 달려있는 바와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카페테리아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 좌석 수와 보관 및 사물함 구역을 

늘리며 탁아소 시설과 음식 및 음료 판매 장소를 확대할 것입니다.  

 

벨레어 마운티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 캐츠킬 지역의 관광산업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시설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성장 및 투자 

기회를 확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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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츠킬 지역의 관광산업 

주지사는 취임 이래 뉴욕주 관광 산업을 캐츠킬 지역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지사는 작년에, 캐츠킬에서 관광산업을 주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캐츠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명소와 그 명소로의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캐츠킬 여름 챌린지 (Catskills Summer Challenge)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에 이 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은 183,000만 달러로 2010년 이후 13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캐츠킬 방문객이 1,100 만 명을 초과하여 2010년 

이후로 방문객 수가 1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지역 일자리의 15퍼센트를 넘게 차지하거나 17,000 개 이상의 직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벨레어 마운틴에 대한 투자는 주지사의 성취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캐츠킬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낚시 접근로, 하이킹 트레일, 캠프장, 인프라 개보수를 위해 환경보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가 캐츠킬 지역에 54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Maurice D. Hinchey 캐츠킬 자료관 (Maurice D. Hinchey Catskill Interpretive 

Center)은 뉴욕은 일한다 (New York Works)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130만 달러 

프로젝트로 2015년에 완공되었으며 방문객들에게 70만 에이커 규모의 캐츠킬 

파크(Catskill Park)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문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카터스킬 폴스에서 완공된 관측 플랫폼을 포함하여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보수 공사. 



 맨해튼에서 헌터 마운틴 및 벨레어를 포함한 캐츠킬 스키장까지 가는 정기적인 

스키 여행을 개최하여 업스테이트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나는 뉴욕을 사랑해 (I 

LOVE NEW YORK) 버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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