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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레이크 플래시드의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에 위치한 클리프사이드
코스터 개장 발표

미국에서 가장 긴 마운틴 코스터로 연중 운영
마운틴 코스터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마운틴 반 호벤버그(Mt. Van Hoevenberg)에 위치한
신규 클리프사이드 마운틴 코스터(Cliffside Mountain Coaster)의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산악 코스터로, 1980 년 올림픽 봅슬레이 트랙과
일치하며,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부지(Lake Placid Olympic Sites)에서 가장 최근에
완공된 연중 운영 시설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프사이드 코스터는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 부지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가장 스릴 넘치는 시설 중 하나이며, 마운틴 반 호벤버그 전체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번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복합 단지를 운동 선수와
가족 모두가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즐거운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바꾸고 있으며, 더욱 나은
방식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여름 시즌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10 월 11 일 일요일 첫 번째 라이딩을 시작하는 마운틴 코스터에는 타이밍과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1980 년 동계 올림픽 봅슬레이 선수가 된 것과 같은 스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터 시설은 주말에만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 주말에는 연장 운영하며, 유서 깊은 트랙을 재현한 시설을 즐기는
가운데 승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코멘터리 세션이 포함됩니다.
ORDA 의 Mike Pratt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프사이드 코스터는
새롭게 변신한 마운틴 반 호벤버그의 유일무이한 시설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이
짜릿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스터는 1932 년 및 1980 년 올림픽
봅슬레이(Olympic Bobsled) 트랙을 따라 산을 내려갑니다. 놀라운 전망과 함께 굴곡진
트랙이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모두가 메달을 딴 선수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국가의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자산 지원을 위해 약 2 억 4,0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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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일년 내내 관광 명소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설 내 수용 인원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티켓을 사전 구매해야 합니다. 마운틴 코스터
카트는 매번 사용 후 청소 및 소독하게 됩니다. 시설은 모든 고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포함하여 모든 뉴욕주 규정을 준수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완성된 마운틴 코스터는 ORDA 가 진행하는 흥미로운 관광지 및 개선 공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기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스키점프 컴플렉스(Lake Placid Olympic Ski Jumping Complex)의 스카이 플라이어
집라인(Sky Flyer Zipline),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규정에
맞는 새로운 8 명 정원의 곤돌라, 새롭게 리노베이션 한 유리 엘리베이터, 복합단지 및
마운틴 패스 로지(Mountain Pass Lodge)의 90 미터 및 120 미터 스키 점프에 위치한
신규 프로스트 레일 시스템. 해당 시설에는 최신식 실내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출발 트랙,
30 포인트 바이애슬론 레인지, 5 킬로미터 규모의 신규 노르딕 트레일, 300 만 갤런
규모의 제설 저수지 등 구비. 캐스캐이드(Cascade) 및 포터 마운틴(Porter Mountains)에
새로운 트레일헤드가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Betty Littl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운틴 반 호벤버그의 신규
클리프사이드 코스터 개장을 앞두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코스터는 스릴 넘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의 역사적인 트랙에서 자신만의 올림픽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시설입니다."
Dan Ste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ORDA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완공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명소는 애디론댁스 방문과 수익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스포츠의
미래가 계속 성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Shaun Gillilland 에섹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클리프 사이드 마운틴 코스터는 역사적인 장소에 새롭게 추가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Cuomo 주지사의 개장 발표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코스터는
레이크 플래시드에 새롭게 추가된 시설의 하나로 이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하여 연중
운영하여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리프사이드 코스터 및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tvanhoevenberg.com/todo/cliffside-coaster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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