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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스키스키스키스키 센터가센터가센터가센터가 겨울겨울겨울겨울 시즌에시즌에시즌에시즌에 문을문을문을문을 엶에엶에엶에엶에 따라따라따라따라 BELLEAYRE 마운틴마운틴마운틴마운틴 현대화현대화현대화현대화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올림픽 지역개발위원회가 Belleayre Mountain 

스키센터의 대대적인 시설 확장 및 현대화 계획에 최종 승인을 내렸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승인에 따라, Belleayre는 이제 개선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기획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atskills의 관광업과 지역 경제에 

큰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 산의 2015-2016년도 스키 시즌을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Belleayre 마운틴에서는 뉴욕주에서 최고의 겨울 레크리에이션 중 몇 가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슬로프를 타기 위해 이 멋진 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친구들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바뀐 Belleayre 마운틴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Unit Management Plan이라고도 알려진 Belleayre의 종합 재개발 계획은 이 산을 현대화 

및 확장할 뿐 아니라 공공안전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이 계획의 프로젝트를 

최우선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과거 Highmount Ski Center 토지 취득;  

• 세 개의 새로운 스키 리프트 설치 및 기존의 두 대의 스키 리프르 교체;  

• 16개의 새로운 스키 트레일 추가;  

• 최대 세 곳의 추가 주차 구역 건설;  

• 기존의 Discovery and Sunset Lodges 확장 및 기존의 펌프실 수정;  

• 새로운 Tomahawk Lodge, Information Building, 소금 창고 건물, 추가 제설 연못 

건축, 제설 배관, 펌프실 및 컴프레서 설치;  

 

또한 설비 현대화에는 Discovery Lodge의 새로운 건축에 디젤을 동력으로 하는 스노우 

건을 전기 및 통합 청정 빌딩 원리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 보존 개선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는 또한 Belleayre의 계획안에 대해 승인과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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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상원의원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elleayre Mountain 스키 센터 

UMP는 미래의 개선에 꼭 필요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종합 전략입니다. 앞으로 많은 멋진 

개발들이 눈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UMP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환경보호 조치 및 

기타 관심사가 잘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지역개발위원회장지역개발위원회장지역개발위원회장지역개발위원회장 겸겸겸겸 CEO인인인인 Ted Blazer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이들 

시설을 연중 무휴로 사용하고 즐기면서 이 지역에 경제 및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발한 건전한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은 세수 기회를 최대화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가해지는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는 

Belleayre가 Northeast의 최고급 겨울 레크리에이션 관광지 중 하나로 멋지게 변모하게 

되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Delawar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감독위원회장인감독위원회장인감독위원회장인감독위원회장인 James Eisel은은은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Delaware 

카운티에게 희소식이며 Belleayre Resort 프로젝트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16년) 

허가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분명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신은 우리의 비즈니스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적 

시기에, 이 승인은 더 많은 관광객에게 Catskill Mountains을 알리게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모든 타운과 커뮤니티는 이러한 사업상의 모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Shandaken 타운타운타운타운장인장인장인장인 Rob Stanley는는는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MSC UMP의 발전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Belleayre Mountain은 이곳 센트럴 Catskills의 시골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사항의 확장도 환영합니다. 저는 Belleayre Mountain으로 

스키를 자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계획안이 선사하는 다양한 지역을 늘릴 가능성에 

저와 동료 스키어들 및 스키 라이더 모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올림픽올림픽올림픽 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지역개발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소개소개소개소개 

1981년 7월 3일 뉴욕주 입법부에서 설립한 ORDA는 1980년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사용된 스포츠 시설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부여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1980년 

올림픽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해 4,400만 달러를 기여했고 연방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추가로 1억5,000만 달러의 투자를 제공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ORDA 설립을 

통해 Lake Placid 올림픽 시설에 대한 공적 투자금 보호를 위한 장기 솔루션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1984년, Gore Mountain은 ORDA 관할 지역으로 합류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Catskill 주립공원에 자리한 Belleayre Mountain은 ORDA의 보호를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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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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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