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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020년 시정 방침(2020 STATE OF THE STATE)의 스물여섯 번째 

제안 발표: 화이트페이스 산의 미드 스테이션 별장(MID-STATION LODGE) 재건  

  

제안에 따라, 화재로 파괴된 구조물 재건을 위해 1,400만 달러 할당  

  

신규 별장에 대한 투자가 노스 컨트리의 기록적인 관광 산업 성장 도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스물여섯 번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1,400만 달러를 투자해 화이트페이스 마운틴 스키 

리조트(Whiteface Mountain Ski Resort)의 새로운 미드 스테이션 별장(Mid-Station 

Lodge)을 건설하여 2019년 11월 30일 화재로 파괴된 건물을 대체합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이 이번 봄에 새로운 별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와 뉴욕주가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관광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화이트페이스 마운틴과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이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파괴된 미드 

스테이션 별장(Mid-Station Lodge) 재건을 통해 이 리조트는 스키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장소로서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10,000 평방피트 규모의 별장은 훌륭한 리조트 경험을 원하는 스키어와 라이더들을 위한 

미드 마운틴 휴양지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식음료 서비스, 넓은 식사 공간, 다수의 좌석 

공간 및 화장실 시설을 완비하게 됩니다. 높이 2,100피트의 높이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광대한 전망대가 건물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는 산 위 트레일에서 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별장 편의시설 중 일부는 2020년11월에 시작되는 다음 스키 시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의 두 번째 단계에서 2021년10월까지 미드 스테이션 별장 프로젝트를 

완료공니다.  

  

새로운 별장의 초기 렌더링은 애디론댁 그레이트 로지를 연상시키는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긴 경사 지붕 선, 넓은 데크, 아치형 천장이 있는 거대한 인테리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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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입니다. 애디론댁 목재와 맞춤형 석조 등 많은 천연 요소가 악센트를 줄 것입니다. 

대형 단열창을 통해 리조트의 그림 같은 전망을 볼 수 있는 한편 자연광이 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 별장에는 시즌당 약 300,000-400,000 명이 방문했으며, 새로운 

설계로 인해 매출과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산업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뉴욕주는 주 전역에서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스 컨트리에서, 관광이 2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탱합니다. 작년 1,2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고, 1억 8,200만 달러 이상의 주 및 지방세를 창출했으며, 

약 15억 달러의 직접 방문자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북부에서 방문자 지출이 30 퍼센트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주지사는 취임 이래 국가의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자산 지원을 위해 약 2억4,0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를 통해 올림픽 지역 개발청(ORDA) 

시설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 지역 시설이 연중 사용되는 관광 명소로서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718억 달러를 지출한 2억 5,27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5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매년 

957,8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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