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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16-17 년 뉴욕주 스키 및 스노보딩 시즌 개막 발표
Whiteface 리조트,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개장, Gore 와 Belleayre 리조트, 금요일 개장
Gore 리조트의 제설작업 동영상은 여기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6-17 년 스키 및 스노보딩 시즌을 개막하고,
Whiteface 리조트는 11 월 24 일 목요일에 개장하고 Gore 와 Belleayre 리조트는 11 월
25 일 금요일에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뉴욕주 51 개 산의 스키
및 스노보딩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불러오고 주 경제에 10 억 달러의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스키와 스케이트 이외에도 일부 겨울철
야외 레저활동의 최고의 지역으로서 시즌마다 수백만 명의 방문자들을 유치합니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전 주의 50 개가 넘는 세계 수준의 스키 리조트에 모두가 찾아줄 것을
추천합니다.”
Whiteface 산에는 15 인치가 넘는 눈이 내렸으며 목요일 개장을 위하여 Excelsior,
Summit Express, Upper Valley, Lower Valley, Fox 및 Mixing Bowl 슬로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리프트 외에도 Cloudsplitter 콘돌라가 스키어와 라이더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Gore 산도 주말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North Creek 에 6 인치의 눈이 내렸고
리조트에서 일요일에 제설기를 가동시켰습니다. Northwoods 콘돌라를 운행하여 Foxlair,
Sunway, Quicksilver, 3b 및 Jamboree 5 개의 슬로프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Gore
리조트의 제설 작업 동영상은 여기, TV 화질(h264, mp4) 포멧은 여기. 제설작업 사진은
여기.
지난 주말의 폭설로 하여 Belleayre 스키 리조트는 10 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고 Gore 와
마찬가지로 일요일부터 제설기를 가동하였습니다. 리조트는 Onteora 와 Running Bear
슬로프 개장과 함께 두 개의 리프트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Belleayre 의 이번 주말 리프트 티켓값은 42 달러이며 Gore 에서는 개장 주말에 손님들이
티켓을 구매하며 포장 식품을 기부할 시 성인은 38 달러, 청소년은 29 달러, 노인과

어린이는 23 달러로 합니다. Whiteface 의 리프트 티켓값은 성인 64 달러, 노인과 청소년
52 달러, 어린이 42 달러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6 세 이하 아동은 무료로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주 올림픽 지역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 청장 겸
CEO Ted Blaz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RDA 스키 리조트는 손님이 리조트에
도착해서부터 끝나고 스키와 보드의 짐을 쌀 때까지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오프시즌을 보냈습니다. 직원과 손님 사이의 신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는 고객 로열티를 구축하고 밀레니얼 시대의 스키 및 라이딩
시장 성장을 목표로 고객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관광 및 I Love New York 이사장 Gavin Landr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겨울철은 모든 연령의 가족, 여행객 및 손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실내와 실외 시설을 갖춘, 일 년 중 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 스노모빌, 전국 일류의 슬로프를 방문하고 수많은 실내 관광명소를 둘러보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뉴욕주에만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Whiteface 총지배인 Aaron Kellet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Whiteface 팀은 새로운
시즌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손님맞이를 위하여 많은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스키어와 라이더가 와서 즐기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Gore 총지배인 Mike Prat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알파인(Alpine)과
노르딕(Nordic) 스키 코스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설기가 현재 스키 코스를 따라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ore 산과 Adirondack 산 스키 리조트는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Belleayre 스키 리조트 총지배인 Tim Maxwell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새 시즌을 열 최상의 눈을 제공하여 뉴욕주의 스키어와 라이더가 이곳
Belleayre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슬로프와 리프트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www.belleayre.com, www.goremountain.com 및 www.whiteface.com 을
방문하십시오. Whiteface 의 2015-16 시즌 스키 및 스노보딩 사진은 ORDA/Whiteface
Lake Placid 에서 허가하는 여기, 여기 및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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