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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캐츠킬스와 허드슨 밸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대해 발표 

 

벨레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의 디스커버리 롯지(Discovery Lodge) 확장 

및 현대화 공사에 910만 달러 지원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그린포트에서 개통되는 9G 번 도로(Route 9G) 및 23 번 

도로(Route 23)의 보행자 친화적인 올라나 원형 교차로(Olana Roundabout) 

 

Thomas Cole 국립 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립 밴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까지 방문객을 위한 보도 개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벨레어 마운틴 스키 리조트(Belleayre Mountain Ski 

Resort)의 디스커버리 롯지(Discovery Lodge) 확장 및 현대화 공사에 9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리조트 시설을 개선하여 연중 내내 방문객 

수를 늘리고 고객의 여행 체험을 향상시키며, 캐츠킬스에서 벨레어(Belleayre)가 

관광산업 촉매제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금으로 2011년부터 

하이마운트(Highmount) 스키 지역에 3,000만 달러가 넘는 뉴욕의 투자를 더욱 

촉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과 

사적지가 많이 있는 허드슨 밸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캐츠킬의 상징적인 벨레어 리조트(Belleayre Resort)를 현대적인 최신식 숙박 

시설로 개조하고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와 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관광객들이 향후 오랜 기간 허드슨 밸리의 경제를 촉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친화적인 올라나 원형 교차로(Olana Roundabout) 

주지사는 또한 어퍼 허드슨 밸리 지역을 위해 3 단계로 1,110만 달러 규모의 관광산업을 

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50만 달러 규모의 보행자 친화적인 원형 교차로는 현재 

컬럼비아 카운티의 그린포트 타운 소재 9G 번 도로(Route 9G) 및 23 번 도로(Route 



 

 

23)의 교차로에서 개통됩니다. 이 새로운 원형 교차로는 보행자 및 교통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사적지 2 곳을 연결합니다. 

 

또한 Thomas Cole 국립 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립 밴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까지 이어지는 보도가 실질적으로 완공되어, 방문객은 

그린 카운티의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를 따라 걷거나 종착지인 

컬럼비아 카운티의 올라나 주립 사적지(Olana State Historic Site)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컬럼비아의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와 레스토랑 및 숙박 시설을 포함한 지역 비즈니스로 

그린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방문객 지출액의 추정치는 연간 약 453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66 개의 일자리도 생길 것입니다. 사적지 2 곳의 경제적 영향까지 

추정할 경우, 추정치는 연간 1,613만 달러에 이르며 340 개의 지역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원형 교차로와 함께 제공되는 다목적 

트레일은 운전,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등 모든 여행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올라나(Olana),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 Thomas Cole 

사적지(Thomas Cole site) 등을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퍼 허드슨 밸리의 장엄함을 

더욱 쉽게 즐기면서 주민과 방문객이 9G 번 도로(Route 9G) 및 23 번 도로(Route 23) 

사이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 교량 관리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의 Joseph Ruggiero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는 이제 캐츠킬-

허드슨 밸리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완공의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 주면서,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여행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파트너십이 협력하여 어떻게 성공을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디 올라나 파트너십(The Olana Partnership)의 Washburn 앤드 Susan Oberwager 

대표(Washburn and Susan President)인 Sean Sawy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나(Olana)와 Thomas Cole 사적지(Thomas Cole Site), 그리고 이곳들을 립 밴 윙클 

브리지(Rip Van Winkle Bridge)에 연결하는 보도가 현재 전체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 장소들의 놀라운 매력을 활용할 경우, 이 장소들은 두 카운티 및 허드슨 

리버 밸리 전체 경제를 촉진하는 추진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Thomas Cole 국립 사적지(Thomas Cole National Historic Site)의 Elizabeth Jacks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스카이워크(Hudson River Skywalk)는 두 

사적지와 교량 등 세 곳의 장소와 이어집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경제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촉매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Cole 사적지 및 교회 유산의 

가치에 어울릴 정도로 환상적입니다.” 

 

컬럼비아 카운티 감리위원회(Columbia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Matt Murell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행자 친화적인 보도는 우리 지역사회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원형 교차로와 보도는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 꼭 필요한 

안전 상의 문제를 개선해 주신 뉴욕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린포트 타운의 Kathleen Eldridge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캐츠킬-허드슨 밸리 지역을 위해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이 새로운 원형 교차로와 

연결되는 보도의 개통으로 모든 여행자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캐츠킬스가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역사도 

즐길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주요 사적지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및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벨레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의 디스커버리 롯지(Discovery Lodge) 

제안된 벨레어 마운틴 스키 리조트(Belleayre Mountain Ski Resort) 재설계는 캐츠킬 

지역에서 한때 유명했던 지난 세기 중엽의 근대 건축물에 경의를 표하면서 깨끗한 선과 

현대적인 느낌을 결합하여 표현합니다. 각이 져 있는 외관은 지역 및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스칸디나비아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커다란 알루미늄 프레임 창은 캐츠킬스 주변의 슬로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탁 트인 

어두운 색상의 시멘트 벽이 특징입니다. 천연 목재가 지붕 돌출부, 처마 밑, 적층 베니어 

목재에 사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강철 프레임, 금속 마감재, 뉴욕 채석장에서 캐낸 석재 

등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내구성이 있고 매력적인 재료로 제공됩니다. 

 

이 구조물의 “뼈대”를 올리고 3 층의 행정실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을 통해, 자연 환기 및 

열 굴뚝을 장려함으로써 건물이 수동적인 냉난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스펙트럼으로 선택적 코팅이 적용된 새로운 단열 유리 그리고 고성능 열 

방출 외장 재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확장된 시설로 벨레어(Belleayre)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행사를 롯지에서 주최하여, 

연중 내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면한 4,600 평방 

피트의 공간으로 스톤 앤드 코퍼 레스토랑(Stone and Copper Restaurant)에 5,500 평방 

피트를 추가하고 지붕이 달린 데크에 1,300 평방 피트를 추가하여, 총 10,000 평방 

피트의 이벤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 수용 능력은 약 580 명으로 늘어났으며, 야외에 있는 지붕이 달린 파티오에 추가로 

70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의 바 카운터도 실외의 바 카운터와 마찬가지로 50 

피트까지 확장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화장실을 24 개 이상 만들어서 이용 가능한 

화장실도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물품 보관함 공간의 경우, 추가 물품 보관함을 

갖추기 위해 228 피트 이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확장되고 개선된 스키 장비 대여점은 고객이 슬로프에 

더 빨리 진입하고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며, 더 넓어진 순환 경로로 병목 현상을 

피하여 새롭게 조성된 층에서 확실히 길 안내 표식을 찾게 해줍니다. 새 설계로 새로운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의 Mike Pratt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레어(Belleayre)에 대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이 리조트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 공사로 

뉴욕시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James L. Seward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레어 마운틴 스키 

센터(Belleayre Mountain Ski Center)는 캐츠킬스 경제에서 필수적인 시설이며, 사람들이 

뉴욕의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고속 곤돌라와 기타 

업그레이드 공사로 벨레어(Belleayre)는 이미 연중 내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정부가 리조트의 방문객 유인 요소를 개선하여 반복적인 방문을 더욱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벨레어(Belleayre)에 

대한 이 투자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주정부는 이 중요한 경제 발전, 관광산업,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이끌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린 카운티 의회(Greene County Legislature)의 Kevin Lewi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츠킬스는 전국적으로 유서 깊은 관광지입니다. 오늘의 투자는 이 지역 

최고의 리조트 중 한 곳이 21 세기 시설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캐츠킬스의 방문객 

증가, 일자리 증가, 전반적인 경제적 진보로 이어지는 이 투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얼스터 카운티의 Mike Hein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을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벨레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는 얼스터 

카운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며, 미국 전 지역에서 캐츠킬스까지 방문객을 

유치하여 5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관광산업 수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확장된 디스커버리 롯지(Discovery Lodge)는 우리 지역 자연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야외 모험 활동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탐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이 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입니다.” 

 

설리번 카운티 의회(Sullivan County Legislature)의 Luis Alvarez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수천 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벨레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의 현대화 공사는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객들이 새롭고 향상된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투자와 

캐츠킬스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벨레어 스키 리조트(Belleayre Ski Resort)에서 2017년 이후 늘어난 연중 방문객 수와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8 퍼센트 늘어난 겨울 방문객 140,815 명 

• 21 퍼센트 이상 늘어난, 스노우 스포츠 및 리조트 활동으로 인한 겨울 판매 

수익 540만 달러 

• 전년 대비 10,000 명 이상 늘어난 2018년 여름 방문객 

• 현재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56 퍼센트 늘어난 2018년-

2019년 예비 시즌 매출 

 

캐츠킬스의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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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단행해왔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676억 달러를 지출한 2억 4,38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4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매년 

938,8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고용업계입니다. 

 

지난해에 캐츠킬스를 방문한 사람은 약 1,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방문객은 2016년보다 

268,000 명 늘어 났으며 2011년 이후 18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직접 소비로 13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1억 6,1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카운티 4 곳에서 1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허드슨 밸리의 관광산업 

2017년에 그 전해보다 365,500 명이 늘어난 약 2,020만 명의 사람들이 허드슨 밸리를 

방문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약 3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으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약 4억 4,800만 달러를 냈으며, 허드슨 

밸리에서 58,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0925697D367A8D1785258332006B646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